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편 ]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KOTRA자료 17-108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편 ]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편 ]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2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머리말
해외안전가이드

최근 세계 테러유형을 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뿐만 아니라 라

스베이거스 총기 참사('17.10), 런던 맨체스터 폭탄 테러('17.5) 등 불특

정 다수, 민간인 등 소위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재난 유형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 대지진('17.9), 휴스턴 대홍수('17.8) 등 자연재

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를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신변 위험 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해외 활

동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수는 연 2천

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KOTRA 해외서비스 이용고객 

또한 1만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KOTRA는 나날이 증가하는 해외 신변안전 위험 아래

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외안전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머리말 3

이 가이드북은 전 세계 86개국에서 10개의 지역본부와 127개 해외무역

관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의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무

역관 임직원 386명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현지 신변안전 위험요소와 

도움이 될 만한 크고 작은 정보들을 모아 KOTRA 해외지역본부별로 10

개 시리즈로 제작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외 주요 신변위험요소 및 대응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

역별시리즈는 해외지역본부별 현지 치안 환경, 대표 재난위기 유형 및 대

응방법, 주요 비상연락망, 긴급 상황 시 필요 현지어 등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 들에게 도움

을 드리기 위해 해외 출장자들이 짧은 시간에 현지 치안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넣어 현지에서 쉽게 소지 가능하고 가

독성이 높은 “포켓”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우리기업인들의 해외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

랍니다. 앞으로도 매뉴얼의 부족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국

민들의 해외 안전 길라잡이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이제 해외 범죄, 테러 등 재난위기는 전쟁, 분쟁이 발생하는 위험 국가에

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 과거 안전하다고 느꼈

던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활동 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변안전 확

보에 만전을 기해 해외에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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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62년 6월 수출진흥전담기관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에 불과했던 60년대에 KOTRA는 시장조사, 시장개척, 전시, 홍보사

업을 4대 축으로, 한국과 한국 상품을 해외에 알리는 수출 첨병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1970년

대에는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 설치, 수출상품 아이디어뱅크 운영 등 시

장개척 업무를 강화했다.

1980년대에는 동구권을 여는 북방경제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0년대에는 투자유

치기관으로 거듭나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2000년대에는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KOTRA는 방산물자 수출지원, 국제개발협력, 해외

인력 유치, 해외취업 지원 등의 기능을 새로 부여받아 대한민국의 글로벌화에 힘쓰고 있다.

해외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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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기준, 전 세계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KOTRA의 주요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1

2

4

6

3

5

7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하며, 수출 거래선 발

굴, 공동물류센터 운영,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출장 지

원 등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협력

R&D 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해

외 글로벌 기업간 파트너쉽 구축을 돕고 대한민국 기술

의 미래시장을 열어갑니다.

무역 투자 정보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성장 사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글

로벌 CSR 활동으로 보다 따뜻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

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

미래시장을 선도할 한류와 문화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룰을 만들고 국

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해외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자 유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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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가적 해외재난 대응체계 및  관리체계

1. 해외재난관리 책임기관

해외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재외공관장으로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중앙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 국민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외교부의 해외재난관리

외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 국가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

령)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해외재난위기 유형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① 국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테러로 인질·사상자 발생

② 국외에서 정정불안 및 내전 등으로 우리 국민 사상자 발생

③ 국외에서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우리 국민 사상자 발생

④ 국외에서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리 국민 사상자 발생

⑤ 국외에서 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시설 폭발로 우리 국민 사상자 발생

⑥ 국외에서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사고로 우리국민 사상자 발생

해
외
재
난
위
기 

유
형

해외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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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해외재난위기 관리체계

KOTRA는 재외공관의 중점관리 대상인 6가지 요인들 중에서 기업 고객, 무역관 직원 및 동반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기요인(소요사태, 피랍, 인명피해, 지

진, 화재)들을 발생 확률과 영향력 기준으로 별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해외 위기상황 발생시 KOTRA 기본 비상 연락체제는 아래그림과 같다. KOTRA는 해외재난위

기가 발생할 경우, 본사/해외지역본부/해외무역관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

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협력하여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현장 대응반
(무역관)

재난위기 전담반
(조직망지원팀)

비상대책위원회
(별도 구성)

2016년 10월부터는 해외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보고를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상시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신변안전 핫라인 365」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현지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다. 

HOT LINE  보고 체계

본사
관장(총무)+지역본부
위험 정보 1차 전파,

안전확인

무역관
본사+지역본부

위험 정보 1차 전파,
안전현황 보고

관장(총무)
무역관 全직원

위험정보 2차 전파,
안전확인

관장(총무)
사건 경위 및 직원

안전현황
경영층 보고

무역관
세부 사건 경위 및

업무영향
공문보고

무역관
세부 사건 경위
및 업무영향
공문보고

사고
발생

본사

결과
정리 후
최고

경영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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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리미리 준비하는 해외출장 ‘안전’ 체크리스트

가방 속 든든한, 비상 KIT 

여권 분실 대비

여권 사본 2~3부
여권용 증명사진 2~3부

도난 방지
 

자물쇠, 와이어형 자물쇠
핸드폰 도난방지 스트랩, 복대, 옷핀

카드 및 현금 분실 대비

은행 연락처
카드사본

자연 재해 대비
 

비상 식량(통조림, 가공식품),  
손전등, 보조배터리, 라이터

질병 대비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소독약,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개인 상비약, 출장지 유행 질병 처방약

안전한 출장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떠나기 전 해외안전가이드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자. 비상KIT, '동행서비스', 웹 KIT, 정보보안 TIP, 모바일 KIT 등을 확인하여 안

전한 출장을 든든하게 준비하자.

해외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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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면 좋은 정보, 웹 KIT

KOTRA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 국가정보: 출입국 및 비자제도, 비즈니스 에티켓, 출장시 유의 사항

●  비즈니스 정보 무역사기사례: 이메일 및 피싱 사기, 무역 사기, 현지 복장 등 업무적으로 

발생한 재난 사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 국가별 최신 안전 소식: 질병, 재해, 여권사고 등 최신 안전정보 총망라

●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대표적인 재난 유형별 신속 대처법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

● 해외감염병발생 소식: 국가별 최신 발병 소식 총망라

● 출국 전후 건강정보, 예방접종정보 등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비상시 대비물품, 국민행동요령, 안전교육 등 재난 방지정보

● 재난심리상담, 재난심리 사이버강의실 등 피해자 사후 관리 콘텐츠 제공

업무까지 완벽하게, 정보보안 TIP (출처: ciokorea.com)

1.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필요할 때만 키며, 무료 와이파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휴대폰 스캐닝이 의심되면 비행기모드를 활성화한다.

3. 보안 업데이트, 방화벽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Active X 사용을 지양한다.

4. SPM, Whatsapp 등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사용한다.

5. 수시로 파일을 백업해 업무 자료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6.  신용카드는 카드 케이스나 지갑 안에 넣어서 휴대한다. 

분실시에는 카드사 분실센터에 즉시 연락을 취한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서비스

외교부에서는 여행전 일정을 등록하고 비상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행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에 신상정보, 국내외연락처, 일정 등을 

등록하면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

처나 소재지 등을 쉽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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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보안관, 모바일 KIT

1.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 아이

폰은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한다.

활용 방법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공관위

치 찾기, 긴급 연락처 등 안전한 해외 출장을 위한 다양

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한 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다.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해외안전여행’

친구 추가 방법

카카오톡 우측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한다. ▷우측의 친구 추가 아이콘

을 클릭한다.

활용 방법

국가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안전여행정

보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로밍문자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는 해외 현지번호 이용자도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도시명 검색은 불가능하며 국가명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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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주요 신변위험요소 및 대응방법

1. 일상범죄

일상범죄는 흔히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street crime)로, 일반적인 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

는 여러 범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무장 강도, 주택침입강도, 차량강도, 단순강도 또는 성

폭행, 절도, 퍽치기, 소매치기, 폭행 등이 있다. 일상범죄는 대부분 금품을 노리거나 성적만족 

추구 또는 분노나 증오의 즉각적인 해소와 같은 범죄자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행된다. 일

상범죄를 자행하는 가해자들은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 남성들로 가난하

고 학력 수준이 낮으며, 특정 우범 지역에 주로 밀집된다. 대체로 즉흥적이거나 계획적이더라

도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며 치밀하지 않다. 일상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우발적

이거나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잠재적 가해자의 눈에 띄어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주거 지역 보안, 도보나 대중교통 이동 시 개인 신변 보안, 호텔 투숙 시 보안, 차

량 이동 시 보안, 성폭력에 대한 예방 등이 있다.

1) 단순 강도, 소매치기, 무장 강도

● 이집트로 출장을 온 Y씨는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동료와 이야

기를 하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2,500달러가 들어있던 핸드백을 눈 깜짝할 사이에 소

매치기 당했다.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현금을 모두 잃어버려서 난감했다.

● K씨는 바이어 미팅을 마친 뒤 동료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K씨의 정수리를 권총 손잡이로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K씨가 쓰러진 사이, 괴

한은 금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권총으로 동료를 위협해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가지고 

달아났다.

해외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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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① 소지품을 잘 보관한다

여권·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기 쉽게 고안된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다.  

개인 짐은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둬야 한다. 핸드백은 몸에 밀착한 상태로 안아서 소지하고 

지갑은 바지의 앞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② 현금을 분산해서 보관한다

가급적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은 분산해 가방과 호주머니 등에 따로 보관한다. 그리고 지갑

의 내용물을 줄이고 당신의 소속기관과 멤버십 그리고 은행계좌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카

드 등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현금클립을 사용하자. 만약에 강도를 당하게 되면 클립에 묶여 있는 현금만 도난을 당하고 

중요한 신용카드나 서류·신분증 등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 사용할 비용의 대

부분을 여행자수표로 소지하고 눈에 띄지 않게 간수한다. 

③ 방문 지역을 미리 조사한다

방문하거나 이동하는 지역에 대해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안전자문관이나 보안담당자들에

게 여행과 관련한 조언이나 주의사항들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과잉 친절을 의심한다

어린이, 여자, 노인 등을 포함하여 알지 못하는 현지인이 말을 걸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구

걸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접촉을 시도할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자.

⑤ 길에서 더 살핀다

길에서는 특히 (2인이 탄)오토바이가 뒤따라오거나 앞에서 오지 않는지 주의한다. 

또한 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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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택시를 조심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피하고, 친분이 있는 이나 공식적인 관광안내소 등에서 추천한 택시 서

비스나 콜택시를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⑦ 출입문 근처에 앉는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앉거나 통로 또는 문 가까운 자리에 앉도록 하며, 응급경보와 비상

구의 위치를 항상 파악한다.

⑧ 공항에서는 신속하게 이동한다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안전한 비행기  

탑승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대처법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경우는 가급적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금품을 포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금품을 노린 강도, 절도 상황에서는 금품을 포기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살해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총기가 흔한 나라일 경우 사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

우 그만큼 중상 및 살해위험이 높아지므로 만약 저항을 결심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신의 목숨이 걸린 중대 사안이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만약 무기를 소

지한다면 무기의 사용에 관해 가급적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사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가방 들치기나 소매치기 등을 당했을 경우 포기하고 쫓아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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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강도

● 사업차 인도를 방문한 B씨는 현지직원과 함께 공항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가 신

호대기에 걸려 멈추자, 괴한들이 갑자기 택시에 들이닥쳤다. 결국 B씨는 이들 택시강

도단 4명에게 납치되어 카드, 휴대폰, 사진기, 현금 400달러, 여권, 신분증을 빼앗겼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로 위장한 강도에게 새로 산 휴대폰을 강

탈당하고 말았다.

● C씨는 새벽 2시경에 도심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멈췄다. 그때 현지인 2명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 창문을 세차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했다. 깜짝 놀란 C씨는 갖고 있던 

잭나이프를 들고 이들을 위협하며 물러서라고 했다. 그제야 그들은 포기하고 물러났다. 

예방법

① 차안에 있더라도 차문을 항상 잠근다

차안에 있을 때 차문은 항상 잠가두어야 한다. 차로 시내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신호

등(멈춤 신호) 등에 의해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면 차량의 창문을 항상 끝까지 올려 닫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차량 운전 시 앞 차량과의 간격은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넉넉하게 유지한다. 

만약 차량이 멈추어 있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온다면 창문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

고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③ 낯선 이를 조심한다

히치하이커(hitchhikers)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차에 태워서는 안 된다. 호의를 베푼다

는 가벼운 마음으로 태운 여행자가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황이나 도로에 주차를 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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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정비소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까이 접근해 있는 낯

선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차 내부에서 모든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차의 경적을 계속 울려야 한다.

④ 밝은 곳에 주차한다

주차 시에는 조명이 밝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점에 주차한다. 또한 귀중품은 

트렁크에 넣어서 잠근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모든 문을 항상 잠가둬야 한다.

⑤ 쇼핑 시에는 주차에 주의한다

쇼핑할 때는 특히 차량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쇼핑한 물건들을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

두고 다시 쇼핑몰로 돌아가서 쇼핑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일단 차량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

하여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범죄자들이 당신이 쇼핑을 한 뒤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

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해 당신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당신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인식을 주어 잠복 후 

강도를 하려는 의도를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쇼핑몰로 돌아가는 중에 누군가 미행한다는 생

각이 들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쇼핑몰의 안전요원이 지키는 사무실이나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담당자들에게 신고한다.

⑥ 차량 고장 시 차안에서 도움을 청한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차량의 후드를 열어두고, 라디오 안테나가 

있다면 안테나에 손수건이나 깃발을 부착한다. 

이때 도움을 주려는 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경찰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차량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도와주려는 이들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까운 차량정비소에 당

신 차량의 문제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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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운전자가 추격해오거나 따라오면서 운전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호텔 또는 기타 공공건물을 찾아가야 한다. 

일단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차를 

세우고 건물 내부로 신속히 들어간다. 

어떤 운전자가 당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강제로 세우려고 하거나 진로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간다. 만

약 이런 방법이 운전의 어려움 등으로 당신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하게 된다면 그만 

두어도 된다.

어떤 차량에 의해 미행당하고 있는 경우 절대로 미행차량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는 안 

되며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면 절대 안 된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공공시설, 한국 

또는 외국대사관(미국, 유럽 등)으로 운전해서 이동한다. 

뒤에 따라오고 있는 차량이 미행차량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늘 다니던 차량통

행루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롭고 임의로 선택한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해 보아야 하며 

이런데도 여전히 따라온다면 미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즉

각 신고한다.

혼자 운전 시 뒤 차량이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차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되며, 가장 가까운 차량 사고 관리소나 다른 공공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이같은 지침이 적용가능

한 적절한 조언인지 여부는 지역의 경찰서에 한 번 더 문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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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강도

● Y씨는 저녁 식사 후 호텔 근처를 산책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두 괴한을 만났다. 그들

은 Y씨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며 다짜고짜 여권을 압수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Y

씨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려 하자 괴한들은 Y씨를 호텔 뒤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

다. Y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괴한들은 20달러 정도의 현지 돈을 요구하며 Y씨를 

집단 구타했다. 

호텔 주변, 공항, 역, 버스터미널 주변, 관광지 등 외국인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서는 특히 강도에 주의해야 한다.

예방법

① 여행 계획 노출에 주의한다

출장이나 여행계획 등을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여행계획이나 이

동지역 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낮은 소리로 해야 한다.

② 호텔은 안전한 층으로 예약한다

호텔 투숙 시에는 3층과 5층 사이의 방을 선택한다. 이 층들은 거리의 범죄로부터 적절히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이고, 화재 발생 시 소방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이다.

③ 지나친 친절을 주의한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 가운데는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

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특별하고 유명한’ 식당에 안내한다면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물이 들어간 음료 등을 마시게 하려는 계략일 수도 있다.

④ 귀중품은 늘 소지한다

호텔 방에 귀중품을 두고 나가면 절대 안 되며, 잠긴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어 두는 것도 위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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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호텔 방에 있을 때 주의한다

호텔 방에 있을 때는 항상 도어체인이나 자물쇠 등의 잠금장치로 보안을 강화한다. 

방문객이 올 경우 방문을 열어주기 전에 문구멍(door viewer)을 통해 누구인지를 확인한 

뒤 열어주고, 사전약속이 없는 방문일 경우 가급적 피한다.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이나 잃어버린 물

건이 있는지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보안에 주의한다

로비에 서 있을 때 당신의 방호수를 소리 내서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호텔방의 

키를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바 테이블 등에 두고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탈출 경로를 확보한다

강도, 무장테러, 폭탄테러, 화재나 다른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피난루트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대처법

주택이나 사무실에 침입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텔방에 침입절도 사건이 발생

하였을 경우도 가급적 현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즉시 지역 경찰과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회사 비상연락망에 연락한다. 

다만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정보기관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 시 반드시 신

분증 제시 요청 등을 통해 이들의 신분을 조회하여야 하며 금품요구가 있을 경우는 금

품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가 경찰 등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당신 친구와의 연락을 먼저 취할 것을 요

구한다. 만약 동행을 요구하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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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교통사고)

재난 역시 주요한 신변안전 위해요소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본

다. 교통사고의 특성과 예방법, 그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수년 전 국내 모 대기업 영국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은 역주행으로 해당 직원을 포

함해 일가족 전원이 사망했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 가족 여행을 보내고 운

전하여 영국-프랑스 해협을 지나 영국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로 사망했다. 장시간의 여행 피로와 갑작스런 운전방향의 변화는 불행한 사건으

로 이어졌다.

교통사고는 차량 점검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사항 불이행, 졸음운전, 

과속 등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에서 가장 큰 발생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예방법

① 주의운전과 방어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주의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다. 앞차와 내 

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뒤따르는 차를 주시한다. 반드시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한 후 차

선을 변경한다. 운전 시에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휴대 기기를 이

용해 동영상을 시청해서도 안 된다. 운전석 발판에 병이나 종이컵 등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나 액셀 밑에 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눈길, 빗길

에서는 과속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서 시속 40㎞ 이상으로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의 중심을 잃고 360도로 회전하거나 심할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② 집중력이 떨어지면 충분히 쉰다

영국 등 우리나라와 운전방향이 반대인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장시간 운전 등 집중력

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주의 부족은 역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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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중 강도나 납치 대응 방안과 마찬가지로, 혼자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

하면 차량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차

량 사고 관리소나 다른 공공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서 이같은 지침이 적용가능한 적절한 조언인지 여부는 지역 내 경찰서에 한 번 더 문의

하여 확인한다.

3. 폭탄테러 

폭탄테러는 최근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특정 지역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폭탄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폭탄테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반예방 방

안에 대해 제시한다. 

폭탄테러는 최근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극렬하

고 내전을 겪은 이라크,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특정 지역들에서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위구르자치구, 중국, 서유럽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활

동과 분리 독립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서도 간간히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려고 하는 추세이

므로 시장, 쇼핑센터,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은 폭탄테러에 취약한 목표물이다.

폭탄 테러에 사용되는 폭탄은 동일한 기술에 의해 제조되는 사제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이다. 수박, 통조림, 음료수캔, 바위, 돌, 동물의 사체 등 모양이 다양해 발

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뇌관 형태의 폭탄, 시한폭탄, 원격조정에 의한 폭탄 등 형태가 다양하

다. 간혹 1차 폭발 이후에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2, 3차 폭발이 잇따르기도 한다.

1) 자살폭탄테러 

● 최근 이집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관광버스가 자살폭탄테러 공격을 받았다. 이 

테러의 경우 버스 앞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행가이드가 자폭테러범을 차량 

밖으로 밀쳐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버스의 중앙지점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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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호텔에서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검문소로 예상되는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였

는데, 이들의 일정이 미리 테러리스트에 의해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경의 검문소는 버스가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여기가 kill zone으로 미리 

선택되었을지 모른다. 만약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동경로 등을 갑작스럽게 조금 

바꾸었다면 자살테러공격 시도를 취소시켰을지도 모른다.

● 예멘에서 한국인 탑승 차량 대상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정부대책반 등을 태

운 차량에 대한 2차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한국인 차량

에 대한 표적 테러공격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비교적 예상하기 쉬운 이동경로

와 시간대별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 비행기 도착시간을 알고 공항에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동 경로와 kill zone 도착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다. 이

러한 예상되는 일정과 이동 경로를 즉흥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위험지역에서는 필요

할지 모른다.

자살폭탄테러는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도보 형태거나 차량 탑승(오토바이 포함) 형태 등이 가

장 흔하게 발생한다. 자살폭탄테러 공격자 역시 매우 다양하다. 청년, 노인, 할머니, 여성, 어

린이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자폭하는 위치는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지점으

로 쇼핑센터나 시장 등에서 사람이 밀집된 곳 또는 버스나 기차·지하철 등에서는 승객이 최

대한으로 탔을 때다.  

예방법

① 주의를 항상 경계한다

자살폭탄테러는 항상 주위 경계를 통해 이상한 징후 또는 자신이나 자신이 위치한 건물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살펴야 한다. 

② 수상한 차량을 조심한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의 경우 일반 승용차 이외에 적십자 차량이나 병원의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수상한 차량이 멈춰 있거나 다가오는 경우 등 늘 주위

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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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퇴근 시간대를 주의한다

지하철, 버스 또는 기차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가 공격시점으로 선

택되고, 반대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쇼핑센터 등은 가장 혼잡할 때인 토요일 등의 주말 오

후 6~7시 사이가 선호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 해당 지역을 회피하거나 부득이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④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은 이용을 자제한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로비나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이용을 가급

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이용하더라도 내부 깊숙한 구석자리, 기둥 뒤처럼 폭발의 영향력을 줄여줄 수 있는 차

단시설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⑤ 요주의 지역은 피한다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영사관, 문화원 및 유대교 관련 시설은 자살폭탄테러

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이용하거나 지나

갈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의 테러 움직임으로 중국 관련 시설 또한 주요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처법

자살폭탄테러는 간혹 2, 3차 자폭테러가 잇따라 이어지므로 1차 테러가 발생하면 가급

적 빨리 그 장소로부터 멀어지거나 해당 지역을 피해야 한다.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처방안은 뚜렷한 이유나 예정 없이 자신에게 다

가오는 현지인이나 차량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자살폭탄테러는 ‘알라 후 악발르(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침과 동시에 폭발 격발 

장치를 가동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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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설 폭탄 테러

●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 2개 역에서 출근시간대에 매설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했고, 65명이 부상당했다.

예방법

①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한다

이동 시 사방을 각별히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주위 환경을 관찰해야 한다.

②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

근처에 폭발물이 매설되어 폭발이 임박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

로에 전선줄, 기폭선(격발장치에 연결된 선), 폭발물로 추정되는 아이템, 동물의 사체, 최근

에 판 흔적이 있는 구덩이가 이상 징후일 수 있다. 

또는 도로변에 있는 장애물이나 아직 마르지 않은 흙이나 자갈이 쌓여 있는 경우에도 의심

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고가도로 또는 도로 주변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이 목격될 때, 통상 사람들로 붐벼야 하는 거리나 구역이 텅 비어 있을 때, 이슬람국가에서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 기도하는 자가 목격될 때, 나무나 전신주에 매달려 있

는 물체가 목격될 때, 탑승한 차량이 특정 마을이나 구역에 진입하거나 크게 회전을 할 때 

불꽃이 일어나거나 총성이 들릴 때, 탑승한 차량이 접근할 때 집이나 마을의 불빛이 꺼지거

나 깜박일 때, 주택의 입구에서 무전기나 휴대폰, 스마트폰 등을 들고 통화하고 있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리나 구역이 텅 비어 있고 인적이 보이지 않을 때(이 사람은 감시 또

는 정찰자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 지역임에도 아이들이 전혀 보

이지 않을 때, 등교하는 날임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정찰하는 것처

럼 보이는 아이들이 보일 때, 페인트로 색칠된 돌이나 바위, 흙이나 돌 더미가 목격될 때(이

때 그 위에 캔 등이 놓여 있을 수 있다), 도로 바로 옆에 색깔 있는 작은 깃발이 목격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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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

매설 폭발물이 근처에 있다는 징후가 의심될 경우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DETCORD(Detonation Cord:격발장치에 연결된 선)를 

만지거나 집어 들지 말아야 한다. 폭발은 기본적으로 360도 전 방향으로 미친다는 사

실을 기억하며, 폭발에 대비해 즉시 이용 가능한 주변 엄폐물, 보호시설이나 구조물 뒤

로 몸을 숨긴다. 

폭발의 피해는 화염과 진동의 충격, 연기로 인한 질식과 맹렬한 속도의 투사체(금속 볼, 

베어링, 볼트와 너트, 못, 깨진 유리병, 금속 파편 등)가 미치는 살상 등 다양하기 때문

에 예상되는 사제폭발물(IED)의 최대 살상 범위 밖으로 즉각 대피해야 한다.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

3) 우편물(편지와 소포) 폭탄 테러

● 미국 대학교 주차장에 떨어진 소포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관이 소포를 

개봉하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다.

편지와 소포를 가장한 우편 폭발물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 의해 기폭 장치가 작동된다. 

즉 피해자 또는 목표 대상이 우편물들을 개봉해야만 기폭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대부분 타

이머가 장착된 시한폭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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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① 예정에 없는 우편물은 일단 의심한다

예상치 못한 우편물의 배달에 각별히 주의한다. 특히 발신처가 수상한 경우. 발송 지역의 

우편물 스탬프나 발송인의 이름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모르는 지역 또는 모르는 사람인 경

우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주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과 가족들에게 해

당 우편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소포나 우편물을 직접 열지 말라고 교육한다.  

②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

우표 값이나 우편 요금이 지나치게 비쌀 때, 편지나 소포의 형태가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형태이거나 한쪽으로 기운 형태일 때, 편지나 소포가 크기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두꺼울 

때, 내용물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탄력성이 떨어질 때(이 경우 우편물 점검 차원에서 너무 

세게 구부리는 등의 시도는 자제한다), 툭 튀어나온 전선줄이나 부품들이 있는 때(이런 경

우 윤활유나 기름성분 등이 봉투에 묻어있을 수 있다), 우편물에서 이상한 냄새 특히 아몬

드 냄새가 날 때, 발송인이 우편물에 쓴 글씨체가 익숙하지 않거나 외국인의 손 글씨체로 

쓰여 있을 때, 일상적인 단어나 이름의 스펠링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 편지에 마찰 흔적

이 많을 때, 수취인 주소 앞으로 ‘비밀문서(confidential)’ 또는 ‘개인적(personal)’이라는 표

현이 명시되어 다른 이의 수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표시가 있거나 수취 주소 앞에 경칭을 

기재했을 때, 폭발물 발화/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으로 의심되는 작은 구멍이 편

지나 소포에 뚫려 있을 때, 편지나 소포의 내부의 물건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날 때(이런 경

우는 우편물 내부의 폭발장치의 일부가 떨어져 나는 소리일 수 있다), 현금, 포르노그래피 

등 시각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내용물 들이 표시되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처법

의심스러운 편지나 소포를 발견한 경우 주변의 누구도 그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건드리

지 못하게 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우편물은 정원이나 앞마당 같은 개방된 넓은 

지역에 두고 대피한다. 이때 우편물을 물속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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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질테러 

인질테러는 인질납치를 의미한다. 인질테러는 반드시 테러리스트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으며 일반 범죄자가 몸값을 노리고 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기서는 인질테

러의 특성과 사전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인질납치 발생 시 인질의 대응방안과 인질의 무사귀

환을 위한 사후 대응으로서의 인질협상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H무역관장은 무장괴한에게 피랍 72시간 후 석방되었고, ㅇㅇ대사관 ㅇ등 서기관도 

납치되었다가 겨우 풀려났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현지 테러세력에게 집단 납치된 후 약 한 달 반 만

에 몸값을 주고 석방되었다.

인질테러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경우와 일반범죄자에 의한 경우, 해적 등 조직범죄단체에 의

한 경우 등이 있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경우 동료 석방, 여론 환기, 정부 압박 등 비금전적 목

적도 있으나 테러범이든 일반 범죄자 또는 조직 범죄자이든 대부분 몸값이 주요 목적이다.

인질테러는 인질범과 인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kidnapping과 인질범과 인질이 정부군이나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hostage taking 상황으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kidnapping 상황이 

더 해결하기가 까다롭다.

인질사건은 대부분 시간이 해결해주므로 적절한 협상을 통해 인질이 무사히 귀환한다. 그러

나 인질이 살해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국 정부에서 서둘러 강압적인 해결방식으로 나올 때

다. 물론 경험이 없는 인질범이 납치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질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

인질납치 사건은 대부분 이동 중에 발생한다. 집에서 직장으로 또는 여행 중 이동하는 경우가 

잠재적 인질에게는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순간이다. 잠재적 인질들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심리적으로 본인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잠재적 인질이 이

동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에서 출퇴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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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약 95%의 인질납치는 인질의 집 또는 사무실 근처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잠

재적 인질은 자신에게 익숙한 근거지에서 출퇴근할 때 심리적으로 가장 경계심이 낮아 인질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출퇴근 등의 이동 경로가 집 또는 사무실에서 가까울수록 

단순해지므로 인질 납치범이 비교적 쉽게 잠재적 인질의 이동 경로와 시각을 파악하고 인질

납치를 수행할 수 있다. 

예방법

① 출퇴근 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다 

인질테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기재는 불예측성이다.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을 일정

하지 않게 한다거나 출퇴근 경로를 다양화해서 매일 일정하지 않게 무작위로 선택된 경로

로 이동할 수도 있다. 특히 특정 식당과 커피숍 또는 단골 가게나 특정 쇼핑몰 등을 정기적

으로 방문하거나 일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금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질 대상이 출퇴근하는 한 경로당 평균 4~5명의 정찰조가 편성된다. 

산술적으로 경로가 4개인 경우 적어도 16~20명의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의 구성원이 한 

사람의 정찰에만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이러한 노력을 치를 수 있는 조직

은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갖춘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만이 가능하다. 범죄·테러 조직이 

대부분 10~2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인질 대상으로 공격받을 확률은 많

이 떨어진다. 특히 본인이 해당 국가의 수반이나 매우 중요한 high-profile 인질대상이 아

니라면 인질 납치의 대상이 될 확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출퇴근의 예측가능성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출퇴근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평균 1시간이면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요일별로 40~50분에서 2시간까지로 다

양화함으로써 잠재적 인질범들에게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② 피습 가능성을 낮춘다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에 동화하면 피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

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차종을 선택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량 색상이나 

번호판 등을 선택한다. 또한 너무 눈에 띄는 옷이나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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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다

수상한 차량이나 승합차 등이 집 주변에 오랫동안 주차해 있지 않는지, 이동 중에 자신을 

따라오는 차량이나 사람 등이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대체로 차량 미행이 있을 경우 바로 뒤에 따라 붙는 인질범은 없다. 차량의 3대 뒤 정도로 

미행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예약되지 않은 전기회사나 수도회사 직원의 가정

방문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전력공사나 도로보수작업 등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작업이 실

제로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위험 지역과 안전 지역을 구분한다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을 삼가고 안전

지역에 대한 위치 파악과 즉각적인 접근성을 항상 확보한다. 

위험지역은 인질납치가 감행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면서 인질범에게는 용이하게 인질납치

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집이나 사무실 주변의 교차로, 공항의 진출입 포인트, 고속도로의 진출입 램프, 잠재적 인

질이 주위 사람들과 지나치게 눈에 띄는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안전지역은 경찰서, 대사관, 

영사관 등이다. 

만약 공항 터미널 등에서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대기 중인 택시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택시를 피하고 뒤 순위의 택시라인 사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고, 도로변에 기다리고 

있는 택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질납치를 위해 해당 타깃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가 불필요하게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늘 주의해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는 경로로 택시가 진입할 경우 즉각 택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⑤ 기타 조치사항 

이 밖에도 세부적인 개인 일정이나 신변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누출을 주의한

다. 자녀의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한다. 범죄위험이 높아 보이는 지역은 신속

히 벗어나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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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

① 갑작스러운 추월차량의 목표를 알아챈다

대체로 T자 또는 십자 교차로 등에서 뒤따르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추월하거

나 앞을 막아서는 것은 인질납치나 강도 또는 무장공격 등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암시해

준다.

② 저항할지 안 할지 선택한다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설 경우 저항을 멈추고 지시에 따를

지 아니면 도주할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다.

③ 탈출이 불가능하면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인질납치 과정에서는 인질의 살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침착하게 몸을 낮추고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④ 탈출이 가능하면 차량 탑승 시 실행한다

도주를 결심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순간은 공격자와 잠재적 피해자 모두 차량에 탑승

하고 있을 때다. 

액셀을 최대로 밟고 앞에 막아선 차량의 앞 또는 뒤에서 3분의 1 지점을 들이받아 치고 

나가야 한다. 가급적 가장 빠른 속도로 탈출해 가족과 회사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에 

즉시 연락한다. 

⑤ 탈출용 차량을 고른다

탈출용으로는 2륜구동보다 4륜구동의 차량이 낫고, 가급적이면 차창이 선팅되거나 방

탄 창문인 것을 고른다.

⑥ 각자 힘을 모아 사방을 경계한다

차량이동 시 운전사를 포함한 동승자끼리 역할을 분담해 사방을 경계한다. 

⑦ 반드시 집에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삶에 대한 의지와 무사귀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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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육을 움직인다

꾸준히 신체적인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한다. 전혀 움직

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손, 발 등의 근육만이라도 움직여본다. 

⑨ 시간과 날짜를 계산한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과 날짜의 흐

름을 계산하고 기록해둔다. 많은 경우에 인질범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

도록 빛을 가리거나 시계 등을 제거한다. 이는 인질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다. 하지만 식사를 주는 주기와 횟수, 인질범의 경계 교대 주기 등의 여러 징후를 관찰

함으로써 시간과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⑩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상상함으로써 억류되어 있는 좁은 공간을 떠나 자유로움을 

정신적으로나마 향유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좋게 끝날 것이라는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인질범이 인질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납치 초기에 이미 살해했

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인질이 납치사건 발생 이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족과 미리 마련해놓았다면 인질억류 과정을 견디는 데 큰 도움

이 된다.

⑪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다

가급적이면 인질범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도록 시도해본다. 인질, 납

치, 생명, 죽음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을 연상시키는 주제나 단어를 피하고 가족이나 취

미, 자녀 등 일상적인 얘기를 나눠본다. 인간적인 교감의 증대는 위기 시 인질범이 인질

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어를 

지나치게 잘 구사하거나 현지 상황에 대해 잘 안다는 인상은 주지 않는 편이 좋다. 이는 

인질범의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⑫ 석방 시에도 돌발행동을 하지 않는다

최후 인질 석방이나 인질 구출 단계 역시 매우 위험하다. 인질은 석방 시 경찰이나 군, 

인질범의 지시를 따르고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질 구출작전이 실시될 경

우에는 수건이나 옷 등을 코를 막고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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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오범죄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가지는 인종적, 성적, 국적 등의 특징에 대한 혐오와 미움 때문에 발생

하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적 공격 자체가 목적이다. 증오범죄의 의미와 특성, 예방과 대응방

법을 제시한다. 

● 한국출장자가 그리스 아테네 출장 중 현지 사복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아 경찰신분증부터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및 인종차

별적 발언을 듣는 피해를 입었다.

●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등지에서 한국인 출장자들이 

다수의 인종주의자들에게 대로에서 습격을 당했다. 

증오범죄(hate crime)는 잠재적 피해자가 대표하는 특성을 증오하거나, 혐오 또는 경멸함으로

써 발생한다. 대체로 인종적, 국적, 생김새 등의 특징들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공격받는다. 러

시아나 호주 등의 특정 국가나 그 특정 국가 내에서도 특정 도시, 도시의 특정 구역 등에서 집

중 발생한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국가나 중국 위구르자치지역 등에서 중국인으로 오인되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폭압적인 착취와 무례한 제국주의적 태도가 현지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경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중

국인이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처럼 증오범죄는 모방이나 유행의 형

태로 특정시기에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증오범죄는 집단에 근거를 둔 성격의 범죄이며 이들 집단들 간에 얼마나 많이 자주, 더 극렬

하게 공격하는지를 경쟁하기도 하며 이러한 증오의 문화를 서로 공유한다. 증오범죄자들은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중반에 걸치는 청소년들이나 연령이 낮은 젊은이들로 구성

된다. 증오범죄 성향의 가해자들은 옷이나 머리모양, 신발, 장신구, 문신 등에서 그들의 특성

을 보여준다. 

이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거나 나치 문양·SS 친위대 문양의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다. 러시

아 증오범죄 집단의 경우 주로 청바지에 군화를 착용하고 머리는 매우 짧게 스포츠형으로 밀

어 올린 외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오범죄는 전형적인 수색-사냥의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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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①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는다

증오범죄는 상당한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가급적이면 해당지역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로 이야기하거나 눈에 띌 만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② 공원 산책을 자제한다

유사사건 발생 시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 이용 및 공원 산책 등을 자제한

다. 특히 증오범죄자들이 주로 모이는 공원이나 거리, 술집,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을 사전

에 파악하고 출입을 자제한다. 러시아의 경우 지방 도시에서는 인종주의 청소년들이 도시

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주로 모여 활동한다. 

③ 주위를 살펴 무리지어 있는 이들을 피한다

증오범죄의 전형적인 수색 방법은 무리 지어 사냥하는 형태를 띤다. 일단의 무리들이 도시

나 구역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수색하며 이들의 시야에 들어온 적절한 공격 대상에 집단으

로 달려들어 공격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이들의 사냥터로 파악된 구역과 이동 구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러한 무리들에 대한 주의경계만 유지한다면 최소한 20~30m 전방

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리들과 가급적 멀리 그리고 공공장소이면서 경찰서 등의 안전지대나 호텔, 레스토랑 

등의 고급시설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신속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개인이나 소

수의 무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눈에 띄어 공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

관이 필요하다.

④ 우범 지역인지 살핀다

증오범죄 집단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구역의 낙서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나치 찬양, 극우적인 문양들, 유대인이나 외국인 또는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표

출하거나 공격을 부추기는 낙서들이 있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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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정 기념일이나 정치적 이슈가 대두될 때에는 외출을 자제한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높은 지역일 경우 가급적이면 옷차림이나 매너, 행동 등을 조

심하고 한국여권을 반드시 소지하며 유사 시 한국여권을 보여주면서 한국인임을 어필해야 

한다.

증오범죄자들에게 기념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정 기념일에는 가급적 외출

을 삼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히틀러 생일, 나치당 창당 기념일, 러시아의 

경우 제2차 대전 승전기념일 등은 외출을 삼간다. 

또한 정치적 이슈나, 스포츠 이벤트, 난민문제, 이민자문제, 또는 극우세력 부상 등의 시사

관련 이슈는 갑작스런 증오범죄의 증가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시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처법

①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퇴로를 확보하고 탈출을 시도한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저항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안전지대로 피신한다

가능하다면 즉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신속히 도주하여 대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 

경찰서, 대사관, 영사관 등 안전지대로 피신한다.

③ 공격자의 행동을 살피면서 도주 기회를 잡는다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위당했을 경우 가급적 건물 벽 등에 등을 지고 반원의 형

태를 유지하여 눈으로 모든 공격자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한다. 그리고 급소를 

보호하면서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혹시 보이지 않는 뒤쪽이 포위당했을 경우 뒤쪽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주의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도주 기회를 포착한다. 

※  해외 주요 신변위험요소 및 대응방법은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길라잡이」(2014, KOTRA) 참고 
작성자 : 가천대 윤민우 교수(경찰안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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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대양주 지역은 …

동남아대양주지역에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

드를 비롯한 대양주에 소재한 국가들이 있으며 KOTRA는 이 지역에 11개국 14개 

무역관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16년 기준 인구 규모 6억 3천만 명의 세계 3위의 

지역이며, GDP 세계 6위의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다국

적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선진시장인 대양주는 아시아계 이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워킹홀리데이 등을 이용한 우리 청년의 진출 수요

가 많은 지역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동남아대양주에 관심을 보이며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질

병, 상해, 도난, 강도 등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사건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 및 출장자들은 각 국가(지역)별 유의사항을 항상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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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대양주지역 국가별(or 지역별) 신변안전평가표

신변안전평가표는 동남아대양주지역에 있는 KOTRA 무역관 임직원들이 직접 현

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기업들이 현지 출장 또는 진출 시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은 재난위기를 작성한 평가표이다.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

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신흥 경제도상국으로서 아직까지 치안, 의료,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미비로 발생하는 재난이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기
국가명

(or 지역명)

주요 재난위기 유형 및 발생가능성
평가결과

Top1 Top2 Top3

싱가포르 질병 하 절도 하 차량사고 하 안전

필리핀

(마닐라)
절도 상 교통사고 중 지진 중 주의

태국

(방콕)
소요사태 상 질병 중 홍수 중 주의

라오스

(비엔티안)
차량사고 상 질병 중 강도 하 주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절도 상 홍수 중 자연재해 중 주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교통사고 상 화산 중 지진 중 주의

미얀마 

(양곤)
소수민족분쟁 상 질병 상 차량사고 하 주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차량사고 중 지진 중 화재 중 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절도 중 테러 하 질병 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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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대양주지역 중점관리 대상 재난위기 TOP3 및 대응방법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가 선정한 재난위기 TOP3는 절도, 질병, 자연재해이다. 

그 중 첫 번째인 강도 및 절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관

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들이 밀집해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16년 한

해 강도 및 절도 637건, 차량절도 2,941건이 발생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항상 소지품 관리를 잘하고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는 기피해야한다. 

두 번째로 동남아는 아열대 기후가 대부분이어서 모기를 매개로 한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 발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베트남의 경우 '17년 

9만 626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만큼, 모기에 물

리지 않게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항상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한다.

세 번째로 화산(인도네시아), 지진(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홍수(베트남, 

태국)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재난지침이나 외

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험지역을 미리 숙지하고 방문을 삼가는 것이 좋다. 

국기
국가명

(or 지역명)

주요 재난위기 유형 및 발생가능성
평가결과

Top1 Top2 Top3

캄보디아

(프놈펜)
질병 상 절도 중 차량사고 상 주의

베트남

(하노이) 
소매치기 상 교통사고 상 질병 중 주의

베트남

(호치민)
도난 상 질병 중 홍수 중 주의

호주

(멜버른)
화재 하 테러 하 인명피해 하 안전

호주

(시드니)
차량사고 중 열파 하 야생동물공격 하 관심

※ 현지 위기발생 가능성 : 상  > 중  > 하

※ 현지 신변안전평가결과 : 안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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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 절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오토바이가 활성화된 지역은 유난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마닐라 시내 한복판에

서 서류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유인한 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권

하여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국인

이건 현지인이건 낯선 이의 친절한 접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지역 국가별 범죄 지수]

 

※ 자료원: Numbeo

예방방법 중요 소지품은 꼭 몸 안에 휴대한다.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화려

한 장신구, 전자기기를 내보이지 않도록 하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물을 받거

나 먹지 않은 것이 좋다. 

대응방법 사고 발생 시, 즉시 인근 경찰서 및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국가 범죄 지수

말레이시아 63.57

캄보디아 52.63

베트남 52.51

태국 48.88

인도네시아 43.77

필리핀 40.04

싱가포르 16.90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절도 상 질병 중 자연재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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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 질병

동남아지역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모기 번식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 질병에 대응할 만한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이 낮아 뎅기열, 말라리아, 지카바

이러스 등 감염성 질병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수인성 전염병도 번

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손을 자

주 씻는 등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 자료원 : Vigilint

예방방법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긴소매·긴바지를 입고 모기 퇴치제 및 기

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응방법 현지에서 이상 증상(고열, 두통, 출혈, 발진 등)이 발생하면 인근 병원에

서 치료를 받고, 귀국 후 증상발생 시 한국 질병관리본부(1399)에 연락하여 안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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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 자연재해

동남아대양주지역은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17년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규모 6.5 지진, 필리핀 규모 6.2 지진, 태국 홍수피해로 

23명 사망, 베트남 홍수로 8만명 대피 등 수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속

출했다. 대부분이 인프라(내진설계, 배수) 부재가 불러온 인재로 볼 수 있어 평상시 재

난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국가별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질]

※ 자료원: ASEAN Secretariat

예방방법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재난 지침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험 지역

을 미리 숙지하고 되도록 방문을 삼가는 것이 좋다. 

대응방법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재난 관리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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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질병 하 절도 하 차량사고 하

싱가포르(Republic of Singapore)는 …

아시아 동남부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719.2㎢(서울시의 

1.2배)로 인구 약 560만 명으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 등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헌법은 각 인종 간 평화주의를 명시하

고, 영어 이외에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개방경제를 특징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국

가이다. 

싱가포르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고 경찰력이 강해 치

안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도, 폭력 사건이 간혹 발생하므

로 외곽지대나 심야시간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12월 8일 리틀인

디아(Little India)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사건을 진압하던 경

찰관 3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40년 만에 일

어난 대규모 폭동이었다. 

이 밖에 싱가포르는 스콜이 수시로 있으나 배수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홍수 피

해는 없으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나라이다.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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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뎅기열(Dengue Fever)은 세계적인 모기매개 바

이러스 질병이다. Aedes모기(숲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

러스 감염 질병으로, 증상으로는 급성고열이 2-7일 지속, 심

한두통, 근육통, 붉은반점, 구토 등이 동반한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보통 Aedes모기(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2-14일까지 긴 잠복기가 지속됨. 증상은 고열, 근

육통, 충혈 등이며 임산부에는 치명적이고 신생아는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예방방법 우리 몸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모기 퇴치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주변

에 모기 번식지역(변기, 하수구) 소독을 신경써야 한다. 

조치방법 야외 외출 시에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이상 증상

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병원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1위 질병
❖ 출처 : Marine Parade Town Council

선정사유 싱가포르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교통 체중

이 양호한 편이나, 출퇴근 시 차량 혼잡으로 간혹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방방법 말레이시아로 출퇴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1일 20만명이며, 최근 우버·그랩 등 자가 택시운전자가 늘

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조치방법 출장 중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999)과 구급차(995)를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위 차량사고
❖ 출처 : www.channelnewsasia.com

선정사유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이기는 하나 외국인 관

광객에 대한 도난, 성폭력 사건들이 간혹 보도되는 바,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현지인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방방법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센터나 오차드, 센토사, 차

이나타운 등 에서는 소매치기들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치방법 즉시 경찰(999)에 도움을 요청한다.2위 도난/절도
❖ 출처 : www.strait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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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 NO!

(주차권 변조, 입국 시 술이나 담배를 소지하고서도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등) 

2
공중 질서를 어기는 행위 NO!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휴지를 버리는 행위, 침 뱉는 행위 등) 

3 인종 및 종교 차별에 대한 언급 NO!

이런 행동은 NO!

싱가포르는 치안 상태가 대체적으로 우수하

여 특별히 가지 말아야하는 지역이 없으나, 

오차드, 센토사, 차이나타운 등 관광객이 많

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소매치기, 절도 등의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이런 지역은 No!

[오차드]

[차이나타운]

 

[센토사]

※ 사진출처 :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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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집중시기 6~8월

예방접종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위험국 출장 시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증 상

발열기에는 2~7일 정도 심한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황반, 출혈성 반점, 

구강출혈 등이 발생한다. 급성기는 해열 이후 부터 1~2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증상이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

증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조치방법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 소매옷을 착용해야한다. 뎅

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출장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한다. 뎅기 쇼크의 경우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망률은 

약 5%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도와주세요 Help Me! (헬프미)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00로 가주세요 Let‘s go to ㅇㅇ (레츠고투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병원 응급실
KOTRA

싱가포르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ce 

Station

(폴리스 스테이션)

Hospital

(하스피탈)

Emergency

Room

(이멀전시 룸)

KOTRA 

Singapore

(코트라 싱가폴)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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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연락처) +65-6256-1188

(긴급연락처) +65-9654-3528

(주소)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경찰서
(응급상황) 999

(도로교통경찰) +65-6547-1818

외국인 전용병원

/ 24시간 응급실

내국인과 동일하며, 대형 정부종합병원 이용(비용만 상이함)

■Tan Tock Seng Hospital

(연락처) +65-6256-6011

(주소) 11 Jalan Tan Tock Seng, 308433

■Changi General Hospital 

(연락처) +65-6788-8833

(주소) 2 Simei Street 3, Singapore, 529889

■KK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

(연락처) +65-6225-5554

(주소) 100 Bukit Timah Road, 229899

■Singapore General Hospital 

(연락처) +65-6222-3322

(주소) Outram Road, Singapore 169608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연락처) +65-6779-5555

(주소) 5 Lower Kent Ridge Road, 119074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연락처) +65-6426-7200

(주소)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03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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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절도 상 교통사고 중 지진 중

필리핀(Philippines)은 …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날

씨는 건기(11월~5월)와 우기(6월~10월)로 구분된다.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태

풍이 잦으므로 해당기간동안 출장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이 당선되면서 필리핀 전역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많

은 시민들이 사상을 당하여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이 들끓고 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지역은 이슬람 무장단체와 정부간의 전쟁지역이므로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에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특히 마카티 시

내는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도 및 납치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이 흉기(총기 등)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서민들의 대중교통인 지프니에서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강

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 

2.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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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강도 및 납치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내에서 서류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

사원으로 위장한 채 말을 걸어 유인한 후 수면제가 든 음료 

등을 권하여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국인이건 현지인이건 낯선 이의 친절

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예방방법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한

다. 특히, 번호판이 없거나 많이 노후화 된 택시, 운전 중 우

회를 하거나 외진 길로 가는 택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택시 기사, 과잉 친절을 

보이면서 음료수(수면 마취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를 주는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휴대전화로 즉시 117번(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 내려주도록 요청한다. 

●  기사에게 가는 곳과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본인이 모르는 길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목적지와 경로를 반드시 확인한다.

●  택시에 승차 후 가족, 친지에게 본인이 탄 택시의 정보(차량번호, 차종, 색깔)와 도착예정시간, 

목적지 등을 기사가 들을 수 있게 알린다.

●  기사가 주는 음료나, 음식(사탕, 껌 등)은 절대 먹지 않는다.

●  택시 문, 창문이 안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승차한다.

●  가능한 한 은행, 환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의 택시 승차는 삼가고 움직이는 택시를 이용하야 

한다. 

●  심야에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값이 비싸더라도 공항택시를 이용하고 호텔에서도 호텔

에서 불러주는 호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1위 절도
❖ 출처 : untvnews&rescue

선정사유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대중교통 시스템

이 열악하고 무질서하고 낙후된 버스,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

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또한 도보로 이동

하는 보행자들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며, 운전자들의 

운전방법이 매우 거친 편에 속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조치방법 가급적이면 현지인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직접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전 시 항시 유의해야 

한다.

2위 교통사고
❖ 출처 : Top Gear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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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절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되며, 즉시 사진을 찍은 후 증거를 확

보해야 한다. (차를 옮기는 순간 외국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  MMDA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를 통해 교통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다. 

+63-2-882-4150(∼4177)번에 내선 337(구조관련), 319(도로관련), 374(안전관련), 320(도로

관련비상시) 그리고 도로 침수 관련은 +63-2-882-0925 로 연락할 수 있다.

선정사유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일

명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2017년 8월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진도 6.5규모의 지진

이 발생하여 마닐라 전역에서 건물 대피령이 내려진 바 있다.

조치방법
●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  관공서에서 마련한 비상구호소로 이동하기를 추천한다.

●  비상 연락망은 PHICOLCS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 지각 구조 현상 관련 재해 완화 기구) 

+63-906-313-4077 이다. Hotline은 +63-2-426-1468(∼1479)번까지고 내선 124/125

이다. 보고자의 이름, 시간, 지진시각, 장소 등 추가정보를 함께 보고하면 관련기관에서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위 지진
❖ 출처 : Philippines News

1 공공장소에서 삿대질은 NO!

2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은 NO!

3

어린아이들 만지는 것은 NO!

(어린아이들이 귀여워도 허락없이 만지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으므로 

꼭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함)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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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MINDANAO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남부의 민다나오 섬 근처의 회교 자체 구역은 특히 여행을 삼

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민다나오섬, 술루, 잠보앙가, 마실란, 타위-타

위군도 및 팔라완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경고 지역

으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므로 지역 여행 필요 시 대사관에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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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집중시기 : 현지 우기 철  6월~11월 사이

예방접종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며 모기기피제 사용

증 상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출혈, 월경 과다, 불안증세 등

조치방법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내에 완치되지만 악화되면 사망률이 50%에 달하

므로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야한다. 

뎅기열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뎅기열은 혈관허탈에 대한 수액보충

과 산소요법으로 많이 나아지지만, 중증은 혈장 투여도 필요하다. 과다주

입하면 해로울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액보충을 시행한다. 그러나 헤파

린과 아스피린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말라리아 집중시기 : 현지 우기 철  6월~11월 사이

예방접종 출장 일주일 전부터 예방을 시작하여 다녀 온 후 4주간 예방약 투여

증 상

감염 후 8-25일 정도에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열, 몸서림, 관절 통증, 

구토, 용혈성 빈혈, 황달, 소변에서의 헤모글로빈, 망막 손상, 경련 등이 

나타난다.

조치방법

해당 증상이 느껴질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서 처방 받은 아래 약들을 복용할 시 치료 성공률이 높다.

클로로퀸(아랄렌), 황산퀴닌(Qualaquin), 하이드록시클로로퀸(플라크닐), 

메플로퀸, 아토바쿠온과 프로구아닐(말라론)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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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필리핀의 일부 섬 지역에서는 4월에서 11월까지 유행

예방접종 출장 최소 10일전 예방접종 실시 추천

증 상

7∼20일 후에 증상이 시작되며 95%는 무증상이나, 일단 뇌염이 발병하

게 되면 사망률이 5∼30%이고 만약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한다. 

4∼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되며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무욕 상태(apathy)혹은 흥분상태 등이 초기에 나타나며, 병이 진행

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르게 된다.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

단능력 저하, 사지운동 저하 등 후유증이 발현한다.

조치방법

일본뇌염에 대한 특수치료법은 없지만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 등

이 사인이 되므로, 이런 증상에 대한 기본 치료는 필요하다. 필리핀의 열

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해볼 때, 집에서 치료받기보다 병원에 방문하여 치

료받기를 권한다.

도와주세요 Help Me! (헬프미, 뚤로이 뽀 까요)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따왁 까 낭 폴리스)

00로 가주세요 Let‘s go to ㅇㅇ (레츠고투 ㅇㅇ, 뿐따 따요 싸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현지

추천병원
응급실

KOTRA

마닐라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ce Station

Hospital

ST. LUKES

Emergency 

Room

Korea Trade 

Center Manila

위험할 때 외쳐요!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이므로, 긴급 상황 시 영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
며, 현지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영어 알파벳이 일반적으로 통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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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 +63-917-817-5703(긴급당직번호)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경찰서

메트로마닐라 수도경찰청 +63-2-838-1505, 838-0251
Manila City 경찰청 +63-2-523-3378, 523-5611, 525-7207
동부경찰청 (Pasig city) +63-2-641-0877
Quezon City 경찰청 +63-2-925-8417
북부경찰청(Caloocan city) +63-2-285-2396
남부경찰청(Fort Bonifacio) +63-2-519-5525
Pasay City 경찰서 +63-2-831-1359
Makati City 경찰서 +63-2-843-7971, 887-6642
Cavite City +63-46-431-2292
Tagaytay City +63-46-413-1282
Angeles City +63-45-888-6731, 322-0771
Baguio City +63-74-442-7944, 300-9230
Cebu City +63-32-231-5802
Davao City +63-82-224-1313
납치전담Anti-Kidnapping Group (AKG) +63-2-727-0000
차량강도Highway Patrol Group (HPG) +63-2-724-8869

외국인 전용병원 St. Luke’s Global Hospital (Fort Bonifacio) +63-2-789-7700

24시간 응급실

Makati Medical City +63-2-888-8999
St. Luke’s Global Hospital (Fort Bonifacio) +63-2-789-7700
Manila Doctors Hospital +63-2-558-0888
Asian Hospital (Alabang) +63-2-771-9000
Chong Hwa Hospital (Cebu) +63-32-253-9409
Phil. Korean Friendship Hospital (Cavite) +63-46-419-1465, 419-1714, 419-0570
Baguio General Hospital and Medical Center +63-74-442-6230
Angeles Medical Center +63-45-887-3139
Davao Doctor’s Hospital +63-82-221-2101, 222-8000

경찰서 경찰 긴급전화 : 117, 166(세부,보라카이, 바기오 등)

KOTRA

마닐라무역관

+63-2-893-1183/3244
UNIT 1504, 15F, BDO Equitable Tower, 8751 Paseo de Roxas 
St., Makati Manil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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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Thailand)은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513,120㎡로 한반도의 2.3배, 남한의 5.2배에 달한다. 열대몬순 기후로 건기(11

월 초~2월 말), 혹서기(3월 초~5월 말), 우기(6월 초~10월 말)의 세 계절로 구

분된다. 입헌군주제 국가로 현재 2016년 12월 1일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콘(Maha 

Vajiralongkorn) 국왕이 차크리 왕조의 10대째 국왕인 라마10세로 재위 중이며, 

내각은 군부가 집권하고 있다. 

인구는 6,910만 명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다. 총 GDP 약 3,906억 

달러, 1인 당 GDP 5,662달러로 국민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화폐는 

밧(Baht)화를 사용하며, 한국과는 1958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교

역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폭발이나 소요사태가 최근 발생한 바 있으며, 열대 기후로 인해 모기

를 매개로 한 감염병의 위험이 있다. 특히 우기(6월 초~10월 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3. 태국 -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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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소요사태 상 질병 중 홍수 중

선정사유 오랜기간 군부의 집권으로, 쿠데타 및 시위 등의 

소요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편이다. 

조치방법 평소 다양한 소식과 전조에 관심을 가지고, 소

요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에 가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휩쓸리

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도하게 눈에 띄지 않도록 이동해 대피

한다. 군중이 몰린 곳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고,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예: 빨간 상의: 탁신 지지, 노란 상의: 왕실·

군부 지지)의 옷을 입거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1위 소요사태
❖ 출처 : 연합뉴스

선정사유 태국은 열대기후 국가로, 모기에 의한 감염 질병

이 빈번하다. 특히,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방방법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치방법 발병 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
2위 질병

❖ 출처 : 연합뉴스

선정사유 태국은 6월 초에서 10월이 우기로, 이 시기에는 

잦은 소나기가 계속된다. 특히 태국 남부에서 홍수가 발생하

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 2011년 대홍수가 발생했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상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

인하고 홍수 지역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만일, 홍수로 차

가 침수되면 차를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큰 나무

는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인다.
3위 홍수

❖ 출처 : 한아시아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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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실을 모욕하는 언행은 NO!

- 태국 형법에 따라 왕실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

2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거나 발로 무언가를 가르키는 행동 NO!

-  태국인들은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낮은 부분인 발

은 천하게 여기므로 주의

3

여성이 승려와 접촉하는 것은 NO!

-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승려는 존경의 대상으로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유의

할 필요

이런 행동은 NO!

이런 지역은 No!

송클라, 나라티왓, 파타니, 얄라

※ 자료원 : 외교부 적색경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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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집중시기 6~8월

예방접종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위험국 출장 시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증 상

발열기에는 2~7일 정도 심한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황반, 출혈성 반점, 

구강출혈 등이 발생한다. 급성기는 해열 이후 부터 1~2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증상이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

증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조치방법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 소매옷을 착용해야한다. 뎅

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출장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한다. 뎅기 쇼크의 경우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망률은 

약 5%이다.

지카바이러스 연중

예방접종

전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모기 퇴치제를 상비하고 방충망이나 모

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에서 머문다. 성접촉에 의한 전파를 에방하

기 위해 귀국 후 6개월 간 성관계를 지양하고 콘돔을 사용한다. 

증 상

일반적으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자와의 성접촉,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수혈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감염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것

만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조치방법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며 진통제, 해열제 치

료도 가능하다. 뎅기열의 경우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를 투약할 경우 출

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자 배제진단이 필요하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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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추아이 두아이)

위급 상황입니다  (끗헤에엣 축츤)

경찰 불러주세요 (추아이 리약 땀루앗 크랍/카) 
※ 크랍-남자/카-여자

00로 가주세요 (빠이 ㅇㅇ크랍/카)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방콕무역관

(싸타안투웃

까올리이)
(싸타안땀루앗) (롱파야아바안) (허엉축츤)

(쌈낙응아안파아닛

까올리이끄룽테엡)

위험할 때 외쳐요!



Ⅲ.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재난위기대응매뉴얼 65

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태국

한국 대사관

(연락처) +66-247-7537∼39 

(긴급연락처) +66-81-914-5803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경찰서

■통로 경찰서 

 (싸타안땀루앗 터엉러어)

(연락처) +66-2-390-2240

(주소) 800 Soi Thonglor, Watthana, Bangkok 10110

  

외국인

전용병원 /

24시간

응급실

■사미티벳 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로옹파야아바안 싸미띠웨엣 쑤쿰윗)

(연락처) +66-2-711-8000

(주소)  133 Sukhumvit 49, Klongtan Nua, Watthana, Bangkok 10110

  

* 한국인 통역사 상주 

■범룽랏 병원 

 (로옹파야아바안 밤룽라앗)
(연락처) +66-2-066-8888

(주소)  33 Sukhumvit Soi 3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방콕 병원

 (로옹파야아바안 끄룽테엡)

(연락처) +66-2-310-3000

(주소)  2 Soi Soonvijai 7, New Petchburi Rd., Huaykwang, Bangkok 10310

  

KOTRA 

방콕무역관

(연락처) +66-2-035-1555

(주소)  Bhiraj Tower at EmQuartier, Unit 4101-4104, 41st Floo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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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차량사고 상 질병 중 강도 하

라오스(Laos)는 …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흥시장으로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한-

라간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접경 국가인 베

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리적 특징과 한반도의 1.1배

에 달하는 넓은 영토 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에 국내기업들 역

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의 지위를 졸업하기 위해 국가 발전에 박

차를 가하는 중이다.

라오스의 관광객 및 비즈니스 출장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횟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사고, 질병, 강도 등의 사건사고는 국내 기업 출장자에

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 여성이 라오스의 주요 관광지인 루앙프라방을 홀

로 여행하다 실종되기도 했다. 의료, 치안 시설이 미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

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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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라오스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간의 차선이 구분되

어 있지 않고, 특히 저녁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

라서 라오스 체류기간 동안 이동수단 이용 시 경각심이 요구

된다. 국제면허증이 있다하더라도 라오스에서 발급하는 별도

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출장 시 가급적 운

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예방방법 현지 출장자는 차 또는 오토바이가 천천히 간다

고 할지라도 손으로 제지하며 횡단하지 말고 가급적 차가 없

을 때 이동해야한다. 또한, 일부 주요 지역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으나 시설물 관리가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의 폭이 좁은 곳에서 천천히 좌, 우를 살피며 횡단해야한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사진을 촬영한다.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

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주 라오스대사관 영사과 (긴급 사건사고 민원) 
 한국에서 : 국제전화번호 (예:001 또는 002 등) 누른 후 
 +856-20-5557-0527 (영사), +856-20-5552-7765 (행정직원)

1위 차량사고
❖ 출처 : 비엔티안무역관

선정사유 라오스에서 보건의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만성 질병의 경우 전문의 및 시설이 없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체류기간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예방방법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6개월~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요구되며, 선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

우 접경국가인 태국이나 베트남의 주요 보건의료 시설의 서

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조치방법 라오스 내에서 발생한 급성 질환의 경우, Alliance International Medical Center와 

같은 외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태국, 싱가폴, 한국과 같이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한 곳으로 이송 조치를 통해 응급처치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위 질병
❖ 출처 : 비엔티안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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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노린 오토바이 날

치기·주거침입 절도 등 범죄발생 빈도가 높아져, 야간 외출 

자제 및 문단속 철저 등 개인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

된다.

예방방법 동행이 없이 혼자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자

제하기 바라며, 동행이 있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의 방문은 삼

가기 바란다. 가방은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매야

한다.

조치방법 사건 발생즉시 인근의 현지인 또는 조력자가 될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영

사콜센터로 사건을 접수시켜야 한다.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안내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한다.

※  주 라오스대사관 영사과 (긴급 사건사고 민원) 
한국에서 : 국제전화번호 (예:001 또는 002 등) 누른 후 
+856-20-5557-0527 (영사), +856-20-5552-7765 (행정직원)

3위 강도
❖ 출처 : Times of Oman

1 정치적(북한 관련), 사회 이념적, 종교적인 이야기는 NO!

2 다리로 무언가(사물, 사람)를 가리키는 행위는 NO!

3 미팅 전후 여성에게 악수를 먼저 건네는 것은 NO!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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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메콩강은 라오스와 주변 국가들의 국경으로써 메콩강변에서 국경수비대가 야간 

11:30부터 통행금지 계도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12:00부터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

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심야에 메콩강변(Night Market)을 산책하

다가 야간통행금지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특히 동 지역에서 마약 및 불법 총기가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메콩강변 주변]

※ 출처: Google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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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집중시기 6~8월

예방접종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위험국 출장 시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증 상

발열기에는 2~7일 정도 심한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황반, 출혈성 반점, 

구강출혈 등이 발생한다. 급성기는 해열 이후 부터 1~2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증상이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

증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조치방법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 소매옷을 착용해야한다. 뎅

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출장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한다. 뎅기 쇼크의 경우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망률은 

약 5%이다.

식중독 상시 발생(길거리 음료, 식품, 얼음 등)

예방접종 별도 예방 접종 불요

증 상 복통, 설사, 구토, 발열, 출혈 등

조치방법

가급적 길거리 음식을 자제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과 얼음 음용을 자

제하고 Tiger Head, Dao-Water와 같은 주요 생수 브랜드 권장

   

※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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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수아이 커이데)

위급 상황입니다 ! (커이 미 위약 두안)

경찰 불러주세요  (토탐 땀루앋 하이데)

00로 가주세요  KOTRA  (까루나 빠이 코트라 위앙짠)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싸탄툳 까오리 따이) (헝깐 땀루앋) (홍머 사꼰) (헝 쑥썬) (헝깐 코트라 위앙짠)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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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연락처) +856-(0)21-255-770/1

(홈페이지) lao.mofa.go.kr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Lao-Thai Friendship 

Road, Ban Watnak, Sisattanak District, P.O.Box7567 

Vientiane, Lao PDR

(현지어주소) 

외국인
전용병원

■Alliance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연락처) +856-21-513-095

(홈페이지) http://www.aimclao.com

(이메일) info@aimclao.com

(주소)  Honda Complex, Souphanuvong Road, Ban Wattayyaithong, 

Sikhottabong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현지어주소) 

24시간 응급실
■International Clinic of Mahosot Hospital

(연락처) +856-21-214-022, 024

경찰서
Police 191

Tourist Police  192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연락처) +856-21-455-080

(홈페이지) www.kotra.or.kr/vientiane

(주소)  3rd Floor, Alounmai Building, Nongbone Village Vientiane, 

Lao PDR

(현지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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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Indonesia)는 …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끄는 수도

이며,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더 큰 660㎢로 2017년 기준 인구 1,066만 명에 이르

는 대도시이다.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등 대중교통과 도로 인프

라가 열악하고 차도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다니므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등의 설치 준수 미흡으로 스모그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장시간 실외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전반적인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늦은 밤이나 인적이 없는 곳에 방문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절도 상 홍수 중 자연재해 중

5.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74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선정사유 2016년 자카르타 치안 경찰국에 따르면 '16년 

한 해 강도 및 절도 637건, 2,941건의 차량절도 건수를 발

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서 관광객 대상으로 소매치기, 강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

생한다. 

예방방법 중요 소지품은 꼭 몸 안에 휴대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 전자기기를 내보이

지 않도록 하고 낯선 이가 주는 음식물은 받지 않아야한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경찰이나 경찰서 한국 대사관 사건 담당자에게 도움

을 요청한다.

1위 절도
❖ 출처 : okezone.com

선정사유 12월~3월까지 집중되는 우기에는 자카르타 전

역에 걸쳐 집중되는 강수량으로 홍수나 산사태가 빈번히 발

생한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 관리처(the National Disaster 

Mitigation Agency)에 따르면 2013년 1월 자카르타 전역에 

집중호우로 20명이 넘는 사망자와 약 3만 명의 이재민이 발

생했다. 자카르타는 상하수도가 열악하여 홍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방방법 우기철에는 강가 주변 등 홍수에 영향을 받은 지

역(특히 자카르타 북쪽지역)의 방문을 자제한다. 

조치방법 우기철 미리 홍수 등이 예상되는 지역과 홍수 관련 정부지침을 숙지한다. 

2위 홍수
❖ 출처 : aljazeera.com

선정사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진단

층이 통과하며 가장 활발한 화산(추정 129개)이 있고 리터 

5-6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방방법 빈번한 화산과 지진활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에 피해를 방치하고자 재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있다.

조치방법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난 지침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험지역을 미리 숙지하고 방문을 

자제한다.

3위 자연재해
❖ 출처 : endtimebible prophecy.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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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Aceh(아체), 중앙Sulawesi(수라워시)(특히 Palu,Poso(팔루포소), Tentena(텐테나)), 

Maluku(말루꾸), Papua(빠뿌아) 섬 혹은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인종 및 정치 갈등

으로 유혈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방문을 삼가는 편이 좋다.

1 상대방에 물건 등을 왼손으로 건네거나 받는 행위는 NO!

2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 NO!

3 상대방과 대화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화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NO! 

이런 행동은 NO!



76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말라리아 현지 우기

예방접종

예방약을 보건소, 종합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진단 및 처방받을 수 있다. 메

플로퀸(mefloquine), 클로로퀸(chloroquine)은 해당 지역 방문 1~2주 

전,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등 그 외의 약은 1~2일 전에 복용한다. 

여행지에서도 계속 복용하며 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약에 따라 며칠간 더 

복용한다. 약에 따라 복통, 구토, 불면증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증 상

대부분은 감염 후 10일에서 4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원충 종류에 

따라 길게는 1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오한, 발열, 발한기를 거치며 

두통,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적혈구 소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

이 유발되기도 하며 열대열 원충에 감염 시 저혈압, 뇌성혼수, 폐렴, 심근

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치방법

암컷 모기, 수혈, 장기이식, 오염된 주사바늘로 전파되므로 위생에 주의하

고 모기 퇴치제를 상비하며 더운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모기 집중 서식지

에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람 간이나 성접촉으로 인해 전

파되지는 않는다.

장티푸스 상시

예방접종

방문 전 미리 국내의 병원 및 인근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접종 

하거나 응급 비상약을 준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내) +82-2-2260-7114

증 상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3~21일(평균 10~14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고열, 두통, 간장 

비장 종대, 느린 맥박 증상을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장출혈, 독성

뇌병증, 담낭염 등을 동반한다.

조치방법

환자, 보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신속하게 격리하고 최대 잠

복기간인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적어도 발병 후 10일 

혹은 해열 후 5일까지 항생제를 투여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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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Tolong saya! (똘롱사야)

위급 상황입니다 Bahaya! (바하야)

경찰 불러주세요 Tolong hubungi polisi (똘롱 후붕이 뽈리시)

00로 가주세요 Mari pergi ke ㅇㅇ (마리 뻐르기 끄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Kedutaan Besar 

Republik Korea untuk

Republik Indonesia

(끄두따안 브사르 

레프블릭 꼬레아 운뚝 

레프블릭 인도네시아)

Kantor

Polisi

(깐또르

폴리시)

Rumah sakit

untuk orang asing

(루마 사킷 

운뚝 오랑 아싱)

Unit Gawat

Darurat

(우닛 가왓

다루랏)

KOTRA Jakarta

(꼬트라 자카르타)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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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주소) Jl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연락처) +62-21-2967-2555, +62-811-852-446 (emergency)

(Hours of Operation) 08:30-12:00, 13:30-16:30

경찰서
(주소) Jln. Trunojoyo No. 3, Jakarta 12110 

(Call Center) 110

외국인 

전용병원/ 

24시간 

응급실

■Siloam Hospital (Rumah Sakit Umum MRCC Siloam Semanggi)

(주소) Jln. Garnisun Kav. 2-3, Karet, Semanggi, Setiabudi, Jakarta

(연락처) +62-21-2996-2888

(Website) www.siloamhospitals.com

(Language) Indonesian, English

■Pondok Indah Hospital (Rumah Sakit Pondok Indah)

(주소) Jln. Metro Duta Kav. UE, Pondok Indah, Jakarta 12310

(연락처) +62-21-765-7525

(Website) www.rspondokindah.co.id

(Language) Indonesian, English, Japanese 

■Medistra Hospital (Rumah Sakit Medistra)

(주소) Jl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9, Jakarta

(연락처) +62-21-521-0200

(Website) www.medistra.com

(Language) Indonesian, English, Dutch, French, Arabic, Japanese

■International SOS Clinic

(주소) Jln. Rambu No. 17, Cipete Selatan, Antasari, Jakarta Selatan

(연락처) +62-21-750-5973

(Website) www.internationalsos.com/locations/asia-pacific/indonesia

(Language) Indosian, English, Japanese, French, German, Dutch, Chines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주소)  Wisma GKBI Suite 2102, JIn. Jende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연락처) +62-21-57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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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 Indonesia)는 …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3,750만 명이 거주하는 동부 자바 지역의 주도

이자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다. 

주안다 국제공항 및 항구를 통해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즈니스 여

행객이 많아 기반 시설이 잘 정리되어 있으나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차도 및 공원 등 도시 정비는 現 수라바야 시장 재

임기간 중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교통 체증은 출퇴근 시간 및 주말 시간대

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원활하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오토바이가 많아 운전, 

도보 보행 및 도로 횡단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지역 경찰 및 공원 경찰 등 다양

한 경찰 병력이 24시간 항시 대기 및 순찰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안

전한 편이나 가급적 늦은 시각에는 구석지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외출을 

삼가도록 한다.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교통사고 상 화산 중 지진 중

6.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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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2017년 반둥공과대학교(ITB)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동부 자바는 약 2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

도네시아 내 교통사고 발생률 1위 지역(2위 중부 자바 약 1만

6천 건, 3위 서부 자바 약 9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현지인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

식 결여 등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방방법 인도가 없는 차도 보행 시 마주 오는 차량을 확

인할 수 있는 우측 차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차량이 정차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여 

길을 건너도록 한다.

조치방법 사고 발생 시 우선 주위 현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며 출동한 지역 경찰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현장 사진 촬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과실 유무를 밝힐 수 있는 내역

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사관·총영사관 부재 지역으로 재 인니 동부 자바 한인회가 영사 

협력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한다. 

※ 동부 자바 한인회(www.surabayakorean.com) : +62-31-568-8690/1

1위 교통사고
❖ 출처 : Google

선정사유 화산 분출에 대한 국제적 통계 작업이 시작된 

1600년 이래 400여년 간 분출이 가장 빈번하고 많은 사상자

를 낸 곳이 인도네시아이다. 동부 자바에도 브로모(Bromo), 

이젠(Ijen) 등의 화산 지역이 있다. 2014년에는 끄디리군 인

근 끌루드(Kelud) 화산이 폭발하여 반경 10㎞ 이내 주민 약 

20만 명이 대피하였고 2015년에는 라웅(Raung) 화산의 화

산재 비산으로 인해 주요 5개 공항(발리 국제공항, 롬복 국

제·국내선 공항, 동부 자바 소재 반유왕이 공항, 노또하디

느로고로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와 개방을 반복했다. 2017년에는 발리 아궁(Agung) 화산

의 분화 가능성이 고조되어 화상 경보단계 4단계(최고단계) ‘위험’으로 격상되면서 인근 브로모

(Bromo) 화산까지 2단계 ‘주의’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예방방법 해당 지역에 거주 혹은 방문 시 화산재에 대비하여 방진마스크, 고글류 선글라스, 

72리터 이상 식수, 라디오, 건전지, 가전제품 보호용 비닐 봉지류, 비상금 등을 항시 준비해둔다.

조치방법 화산재 주의보 발효 시 문과 창문을 닫는다. 문틈은 수건이나 헝겊으로 막고 창문 

틈새는 테이프로 봉한다. 화산재 주의보가 종료될 때까지 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는 절대 외출

을 삼가도록 한다. 화산재가 내릴 때는 외출을 삼가며 실외에 있을 경우 신속히 실내로 대피하

도록 한다.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 중이던 콘택트렌즈는 탈착해야 한다.

2위 화산
❖ 출처 : 동부자바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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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지진단층을 통과하여 대규

모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이다. 2009년 10월 술라웨시 

바우바우 지역 남서쪽 지점에서 규모 5.2 지진, 2016년 11월 

동부 자바 남쪽 해저에서 규모 6.2 지진, 2017년 9월 수라바

야 인근 해저에서 규모 5.7 지진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예방방법 거주지 선택 시 내부 균열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

고 결정한다. 선반이나 책장 등을 벽에 고정하도록 하며 천장

이나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은 치우도록 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 처치법 숙지 및 전열기, 가스기구, 전기 배선 등을 수시로 점검 및 수리한

다. 비상 연락처 및 한인회 연락처 등을 휴대 전화에 저장해두도록 하며, 비상시 사용할 최소한

의 약품 및 식료품을 구비해 두고 대피 가능한 공터, 학교, 공원 등 거주지 주위 장소를 미리 파

악해두도록 한다.

조치방법 지진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전열 기구, 가스레인지 등을 끄고 

실외 대피 시에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을 주의한다. 라디오, TV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교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입수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긴급연락처 
(근무시간) +62-21-2967-2580, (근무시간외) +62-811-852-446

3위 지진
❖ 출처 : Google

1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NO! 

-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아이의 영혼을 빼앗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검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행위는 NO! 

-  엄지 손가락으로 물건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으로 여겨진다.

3

이슬람교 및 종교에 관한 경솔한 언행 NO! 

-  대다수 국민이 이슬람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가 혼재한 국가인 만큼 종

교에 관련된 언행에 유의하고 금요예배, 라마단 등 현지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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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인근의 중부 술라웨시(Sulawesi Tengah)와 파푸아(Papua)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동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대사관ㆍ경찰 등과 긴급 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술라웨시 포소(Poso) 지역에로의 여행은 더욱 주

의가 요구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인도네시아(2017년 10월 현재)]

※ 자료원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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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상시

예방접종
해당 지역 방문 최소 2주 전에는 주사용 Vi 다당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증 상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3~21일(평균 10~14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고열, 두통, 간장 

비장 종대, 느린 맥박 증상을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장출형, 독성

뇌병증, 담낭염 등을 동반한다.

조치방법

환자, 보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신속하게 격리하고 최대 잠

복기간인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적어도  발병 후 10일 

혹은 해열 후 5일까지 항생제를 투여한다.

뎅기열 상시

예방접종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위험국 출장 시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증 상

발열기에는 2~7일 정도 심한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황반, 출혈성 반점, 

구강출혈 등이 발생한다. 급성기는 해열 이후 부터 1~2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증상이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

증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조치방법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 소매옷을 착용해야한다. 뎅

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출장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

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한다. 뎅기 쇼크의 경우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망률은 

약 5%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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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Tolong saya! (똘롱 사야!)

위급 상황입니다 Ini situasi darurat! (이니 시뚜아시 다루랏!)

경찰 불러주세요 Tolong hubungi polisi! (똘롱 후붕이 뽈리시!)

00로 가주세요 Tolong ke ㅇㅇ (똘롱 끄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Kedutaan Besar Republik 

Korea untuk Republik Indonesia

(끄두따안 브사르 레프블릭 

꼬레아 운뚝 레프블릭 인도네시아)

Kantor 

Polisi

(깐또르 

폴리시)

Rumah sakit 

untuk orang asing

(루마 사킷

운뚝 오랑 아싱)

Unit Gawat

Darurat

(우닛 가왓

다루랏)

KOTRA

Surabaya

(꼬트라

수라바야)

위험할 때 외쳐요!

말라리아 현지 우기

예방접종

출장 전 미리 국내의 병원 및 인근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접종하거나 응

급 비상약 소지 권장한다.

(국내)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증 상

대부분은 감염 후 10일에서 4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원충 종류에 

따라 길게는 1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오한, 발열, 발한기를 거치며 

두통,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적혈구 소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

이 유발되기도 하며 열대열 원충에 감염 시 저혈압, 뇌성혼수, 폐렴, 심근

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치방법

말라리아 전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머무를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 크로로킨과 판시달을 준비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한다. 

평소에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모기 번식을 최소화하고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한다.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노출되는 곳은 모기 기피제를 

뿌리며, 취침 시엔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기향을 피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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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주소)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연락처) +62-21-2967-2555, +62-811-852-446 (긴급)

(근무시간) 08:30-12:00, 13:30-16:30

경찰서

■Polda Jatim(동부 자바 경찰청)

(주소) Jl. Ahmad No.116, Surabaya

(콜센터) +62-1-500-210

(홈페이지) http://jatim.polri.go.id

■Polrestabes Surabaya(수라바야 경찰서)

(주소) Jl. Sikatan No.1, Krembangan Selatan, Surabaya 60175

(연락처) +62-31-352-3927

(콜센터) 00-22-4232-12

(홈페이지) http://www.surabayaraya.com

외국인 전용병원/ 

24시간 응급실

■National Hospital (24시간 응급실 운영)

(주소)  Jl. Boulevard Famili Selatan Kav.1 Babatan, Wiyung, 

Surabaya 60227

(연락처) +62-31-297-5777 (긴급 시 ext.1)

(가능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Siloam Hospital (24시간 응급실 운영)

(주소) Jl. Raya Gubeng No. 70, Surabaya 60281

(연락처) +62-31-503-1333 (긴급 시 ext.208)

(가능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Premier Hospital (RS.Premier)

(주소)  Jl. Nginden Intan Barat Blok B, Nginden Jangkungan, 

Sukolilo, Surabaya 60118

(연락처) +62-31-599-3211

(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주소)  Plaza BRI, Suite 301, Jl. Basuki Rachmat 122-138, 

Surabaya 60271

(연락처) +62-31-534-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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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Myanmar)는 …

경찰력에 비해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나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어 

불교나 스님을 경시하는 행동이나 표현은 삼가야 한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현지

인들은 중요한 행사나 모임을 제외하고는 정장을 입지 않는다. 특히 3∼4월에는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5∼9월까지 우기가 지속된다. 

10월∼2월에는 온도가 내려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

아열대성 기후에 보건시설이 낙후되고 위생 관념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염병, 기

생충 감염 및 풍토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와야 한다. 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생수를 사 먹는 것이 좋다. WHO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1/3이 간염에, 약 60만 명이 AIDS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는 13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최근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로

힝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종교·민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로힝야 무장

단체와 정부군이 충돌하여 현재까지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로힝야족 38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7. 미얀마 - 양곤무역관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소수민족분쟁 상 질병 상 차량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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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는 2017년 미얀마 군과 무

슬림인 로힝야족 반군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상황이 악화되

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민 38만명 발생하였다.

예방방법 라카인 주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조치방법 대사관에 신변 보호요청이 필요하다

※  대사관 연락처 : 01-527-142∼146,  
월∼금 : 08:30-17:30

1위 소수민족 분쟁
❖ 출처 : RFA 뉴스

선정사유 2017년 7월부터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견되었으

며, 8월말까지 35명의 사망자 발생했다. 환자 348명이 신종 

플루 감염이 확인되었고, 252명이 회복되었다.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예방방법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을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

용 시 주의해야 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감기 증상이 있

는 사람으로부터 1∼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백신접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치방법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발열, 기침, 재채기, 두통 등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초기 주

요 증상인 바,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2위 질병
❖ 출처 : Wiki How

선정사유 미얀마는 대도시 외에는 도로 사정이 열악하며,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교통안전 확보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신호등과 CCTV를 지속적으로 증설하

고 있으나 무단횡단 및 신호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다. 

2016년 기준 미얀마에서 교통사고건수가 17,384건이며, 그

로 인해 하루에 2.3명이 사망하고 있다.(그중 43%는 오토바

이 사고)

예방방법 출장 시 현지 기사를 고용하고, 횡단보도 이용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횡단 시 신호가 무의미)

조치방법 차량사고 발생 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교통경찰을 부르는 게 안전

하다.

※ 교통경찰 연락처(양곤) : 01-298-651, 292-272, 292-288

3위 차량사고
❖ 출처 : MM Biz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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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특별히 가지 말아야 하는 지역 - 라카인 주
미얀마 정부와 라카인 주의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나, 1978년 군부의

나가민 작전(불법 이주자 추방) 이후 문제가 격화되었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

이 계속되다 최근(2017.8.25)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군 초소를 동시 다발적으

로 공격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400여 명이 사망하

고 38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 출처 : Laonews.net & Irrawaddy News

1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물건을 타인에게 건네면 NO!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

두 오른손을 사용한다)

2 다리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위는 NO!

3
불교는 생활의 일부분, 불교와 관련된 비난 발언 NO!

(미얀마에서 종교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4 불교사원에 입장 시 짧은 치마, 노출된 복장, 신발 및 양말을 신고 입장하면 NO!

5

화가 날 때 입으로 내는 딱소리는 NO!

(젊은 남자들의 경우 이런 사소한 오해로 주먹다짐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

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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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7월~9월(우기)

예방접종 대도시 아닌 이상 출장 1주 전 예방접종 추천

증 상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출혈, 월경 과다, 불안증세, 고열에 시달

리다 일반 감기로 생각하여 방치할 경우 하혈·출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열이 떨어지면서 온 몸에 피부 발진이 1-5일간 계속되는데 초기에는 얼

굴과 목 및 가슴 부위에 좁쌀 모양의 발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3-4

일째에 가슴과 몸통에서 시작하여 팔다리와 얼굴로 퍼지게 된다.

조치방법

현지 특성상 미얀마는 국영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지만 의료 시설

이 낙후되어 있어 개인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능한 모기에 

안 물리는 것이 최고의 예방방법이다.

간염 연중

예방접종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해야 하며, 예방접종 실시 추천

증 상

A, B, C, D, E 형으로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A형, B형, C형이 빈

번하게 발생한다. 

주로 증상으로는 피로, 구토, 복통, 식욕부진, 황달, 근육통, 구역질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다.

조치방법 가능한 돼지고기 꼬치 및 샐러드 등 길거리 음식을 피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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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7월~9월(우기)

예방접종

예방약을 보건소, 종합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진단 및 처방받을 수 있다. 메

플로퀸(mefloquine), 클로로퀸(chloroquine)은 해당 지역 방문 1~2주 

전,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등 그 외의 약은 1~2일 전에 복용한다. 

여행지에서도 계속 복용하며 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약에 따라 몇 일 간 

더 복용한다. 약에 따라 복통, 구토, 불면증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증 상

대부분은 감염 후 10일에서 4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원충 종류에 

따라 길게는 1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오한, 발열, 발한기를 거치며 

두통,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적혈구 소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

이 유발되기도 하며 열대열 원충에 감염시 저혈압, 뇌성혼수, 폐렴, 심근

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치방법

암컷 모기, 수혈, 장기이식, 오염된 주사바늘로 전파되므로 위생에 주의하

고 모기 퇴치제를 상비하며 더운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모기집중 서식지에

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람 간이나 성접촉으로 인해 전파

되지는 않는다.

도와주세요  (꾸니빼이바)

위급 상황입니다  (아예뽀 아체이아네이)

경찰 불러주세요  (예이커빼이바)

00로 가주세요  (ㅇㅇ꼬 똬빼이바)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양곤무역관

(꼬리아 땅용) (예이스칸) (나잉간차따 

아투띠딴 세이용)

(아예이뽀칸) (꼬트라)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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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  (꼬리아 땅용)
(국내) +95-1-527-142~527-146

(해외) 현지 국제전화코드 +951-527-142~527-146

(주소) No. 97, University Avenue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홈페이지) http://mmr.mofa.go.kr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KoreanEmbassyMyanmar

경찰서 ■  (예이스칸)
(연락처) 199

외국인 전용병원

■  (빠안흘라인 세이용)
(병원) Pun Hlaing Siloam Hospital

(주소) Pun Hlaing Golf Estate Avenue, Hlaing Thayar Township, 

Yangon, Myanmar

(국내) +95-1-684-411

24시간 응급실

■  (양곤세이용찌)
(병원) Yangon General Hospital

(주소) Lanmadaw 11131, Yangon, Myanmar

(국내) +95-1-256-112

KOTRA

양곤무역관

■  (꼬트라)
(주소) #607, Sakura Tower, No.339, Bogyoke Aung San Rd.,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국내) +95-1-255-453 ~ 6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y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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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ew Zealand)는 …

영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2.7배이나 인구는 4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

은 지역이며 여름은(1월) 평균 16.5도 겨울은(7월) 평균 8도로 온난해양성 기후에 

속한다. 산업구조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업 

또한 낙농업에 이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산업이다. 

뉴질랜드의 치안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

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의 빈집이나 차를 

노리는 좀도둑이 많아 귀중품은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차량사고 중 지진 중 화재 중

8.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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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뉴질랜드는 차량 통행 시 좌측운행 하는 국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뉴질랜드 교통부에

(NZTA) 따르면 외국인의 좌측운행 부주의로 인한 사고비율이 

뉴질랜드인에 비해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좌측통행에 익숙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한 편이다.

예방방법 가급적 현지인 운전기사 또는 택시 이용을 추천

하며 부득이하게 자가운전 시 좌측통행에 주의하여야 한다.

조치방법 인명사고 발생 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에(111) 

신고하며 응급이송 전 응급처치가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1위 차량사고
❖ 출처 : freerangestock.com

선정사유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지진대와 화

산활동이 중첩되는 불의 고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 

Christchurch 지역 대지진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

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예방방법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이므로 

평상시 지진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

응해야한다.

조치방법 지진 감지 시 2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기와 가스를 끊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TV나 라디오에서 발

표하는 재난 책임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청취하고 추가 대피 등의 차후 지침을 따른다.

2위 지진
❖ 출처 : pixabay.com

선정사유 뉴질랜드는 목조주택이 대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이(12월~2

월) 건조하고 지형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위험이 높으

므로 뉴질랜드 방문 시 화재에 대한 위험대비가 필요하다. 

조치방법 화재 발생 시 최초 인지자가 즉시 신고하며(111)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진압 및 부상자에 대한 응급 의료

처치를 수행한다. 
3위 화재

❖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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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없으나 밤늦게 외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아

래와 같이 도심지역의 사건/사고 발생비율이 높으니 해당지역 방문 시 유의 필요

순위 지역
각종 사건/사고 빈도 수

(2014~2016)

1 Auckland Central West 5,967

2 Auckland Central East 5,245

3 Hamilton Central 5,187

4 Willis St - Cambridge Tce 5,132

5 Manuku Central 4,616

※ 자료원 : 뉴질랜드 경찰청 (2017)

1

첫 미팅 시 바이어에게 과대한 선물제공은 NO!

-  간단한 간식, 다과류는 수용가능한 범위이나 고가의 선물은 오히려 바이어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2

상대방에게 나이 묻는 행동은 NO!

-  나이보다는 이름을 서로 묻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혼 여부 등 지나친  

사생활에 대한 문의는 금기시 되고 있음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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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Help Me! (헬프미)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00로 가주세요 Let‘s go to ㅇㅇ (레츠고투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ce 

Station

(폴리스

스테이션)

Hospital

(호스피탈)

※  별도의 외국인 전용
병원 운영하지 않음 

Hospital 

Emergency

(호스피탈

이머전시)

Korea Trade 

Commission Auckland

(코리아 트레이드

커미션 오클랜드)

위험할 때 외쳐요!

샌드플라이 집중시기 12월~1월

예방접종 불필요

증 상 가려움증, 피부 발진 등

조치방법

샌드플라이는 늪지, 덤불지역에 많이 서식하므

로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에는 긴

팔과 긴바지, 모자 등을 준비하여 피부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 사진출처: Wikimedia 



96 와 함께하는 해외안전가이드

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주소)  11th FL,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연락처) +64-4-473-9073/4

(팩스)+64-4-472-3865

(홈페이지) http://nzl-auckland.mofat.go.kr/

(이메일) info@koreanembassy.org.nz

경찰서 (연락처) 111 (Emergency Service)

외국인

전용병원

(연락처) 111 

(Emergency Service, 별도의 외국인 전용병원은 운영하지 않음)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주소)  16th FL, 120 Albert Street, Auckland CBD 1010, New 

Zealand. 

(연락처) (64-9) 373-5792 

(팩스) (64-9) 373-2952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auckland 

(이메일) kotra@kotra.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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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Malaysia)는 …

인구 3,100만의 국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

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교역이 활발하며 전기전자 등 제조업이 발달했다.

말레이시아의 인적 구성은 크게 말레이인(50%), 중국인(23%), 인도인(7%)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국교는 이슬람교이므로 인종, 종교, 정치 등과 관련된 대화는 자

제하고 민족별로 식생활이 상이함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간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을 강화한 결과 범죄 

건수가 2011년 166,295건에서 2016년 11월 기준 103,346건으로 감소하여 치안

이 안정되고 있다.

※  출처 : https://www.nst.com.my/news/2016/12/198288/crime-index-goes-
down-perception-safety-remains-low 

또한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국(OSAC)의 2017년도 말레이시아 범죄 보고서

에도 말레이시아는 강력범죄의 발생률은 낮고 치안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및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 https://www.osac.gov/pages/ContentReportDetails.aspx?cid=21370

9.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절도 중 테러 하 질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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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비교적 

쉬워 불법 체류자가 많다. 이로 인해 인근 동남아 국가에 비

해 안전하기는 하나 행인을 상대로하는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있다.

예방방법 가능한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핸

드백을 메는 경우 길 반대쪽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방법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가

방을 붙잡는 경우 넘어지는 등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

고(03-2146-0522)하는 것이 좋다.

1위 절도
❖ 출처 : polinlove.tistory.com

선정사유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IS)의 동남아시아를 대상

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28일 쿠알라룸

푸르 인근 푸총 지역의 나이트클럽에서 수류탄이 터져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방법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야간에 나이트클럽 등

의 다중밀집시설 방문을 삼가고, 외부활동 시 되도록 여러명

이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조치방법 테러 발생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신체를 보호

하고, 현지 경찰(긴급번호 999)에 신고하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것

이 필요하다.

2위 테러
❖ 출처 : hankookilbo.com

선정사유 말레이시아는 열대성 기후로 모기로 인해 발생

하는 질병(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방법 임산부는 되도록 여행을 연기하고 여행자들은 

모기기피제, 모기장, 방충망을 사용하고 긴소매, 긴바지를 착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방문 전 예방약을 복

용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조치방법 발열, 오한 등의 증세 발생시 한국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3위 질병
❖ 출처 : nagata-s.jp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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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슬림에게 술과 돼지고기 음식을 권하는 행위는 NO!

(이유 : 무슬림은 종교상 돼지고기가 금기이며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음)

2
악수, 식사, 선물, 명함 교환 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NO!

(이유 : 인도·중동권 문화에서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취급받음)

3
무슬림에게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NO!

(이유 : 중동권 문화에서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매우 무례한 것으로 인식)

이런 행동은 NO!

이런 지역은 No!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안정되어있어 특별히 여행금지구역이 있지는 않으나, 소매치

기 등의 경범죄가 종종 발생하므로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 자료원: https://safearound.com/asia/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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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발병가능 시기 : 상시

예방접종 뎅기열은 예방접종 백신이 없음

증 상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부발진, 출혈 등

조치방법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내에 완치되지만 악

화되면 신체 내 출혈 현상과 장기 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 병이므로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야한다.

지카 바이러스 발병가능 시기 : 상시

예방접종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접종 백신이 없음

증 상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발열,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

(임산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길랑바레 증후군 감염 위험있음)

조치방법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 감염시 일주일간은 경미한 반응 혹은 반

응이 없는채로 휴식시 회복되나, 위험국가 방문 후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말라리아 발병가능 시기 : 상시

예방접종
말라리아는 예방접종 백신이 없고 예방약 복용 가능

(복용시기는 약제마다 다르므로 의사와 상의)

증 상 오한, 두통, 구역, 빈맥, 빈호흡, 발한, 빈혈, 저혈압 등

조치방법

잠복기는 감염 후 14일로 바이러스에 의한 적혈구 파괴 등으로 인해 비장 

부전, 뇌성 혼수, 폐렴, 심근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심증

상 발견 시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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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Help! (헬프)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으로 가주세요 Let‘s go to ~ (레츠고투 ~)

한국대사관 경찰서 병원/응급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ce Station

(폴리스 스테이션)

Hospital

(호스피탈)

KOTRA Kuala Lumpur Office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오피스)

위험할 때 외쳐요!

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주소)  No.9&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연락처) +60-3-4251-2336(대사관), +60-3-4251-4904(영사관)

경찰서 (연락처) +60-3-4289-7222, +60-3-2149-6590(관광경찰)

24시간 병원

■Gleneagles Hospital 

(연락처) +60-3-4141-3180

(주소)  282-286,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Ampang Puteri Hospital 

(연락처) +60-3-4270-7060

(주소)  1, Jalan Mamanda 9, Taman Dato Ahmad Razali, 68000 

Ampang, Selangor, Malaysia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락처) +60-3-2117-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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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Cambodia)는 …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 태국만과 접하

고 있음. 대부분 저지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메콩강과 

톤레삽(Tonle Sap Lake) 가 특징이다. 천연자원으로는 목재, 원석, 철광석 등이 있

다. 크메르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과거 프랑스 국령의 식민지 영향으로 노년인구층

의 대부분은 프랑스어가 가능 하며, 관광산업의 발달로 캄보디아인 대부분은 간단

한 영어소통이 가능하다.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 6~10월까지는 우기, 11

월~5월까지는 건기 기후가 이어진다. 3~5월은 고온성 기후로, 여행하기 쉽지 않

은 계절이며 일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약 

등 처방받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현 국왕은 2004년 왕위에 오른 노로돔 시하누크국

왕이나, 실권자는 총리 훈센으로, 20년 이상 장기집권중이다. 이후 2013년 7월 총

선당시 야당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안정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지방선거에

서는 과격한 시위 발생 하였다. 최근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 긴급체

포, 반(反)정부 성향의 영자 신문사 폐지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긴장상태 지속되

고 있다. 총선 당시에도 과격한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예의주시할 필

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발달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소매치기 등 경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방문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되도록 야간시간의 외출은 삼가는 것

이 좋다. 특히 도보 중 핸드폰 날치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휴대폰은 가방 안

에 소지하도록 한다. 유적지나 왕궁 등의 사찰방문 시 신발, 모자를 벗도록 하며 

반바지나 반팔티셔츠 등에 대한 복장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도록 한다. 

10.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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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질병 상 절도 중 차량사고 상

선정사유 앙코르와트, 프놈펜(수도)를 제외하고 시엠립을 

포함한 모든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 고온다습한 기

후의 영향으로 모기가 많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의료시설 

낙후되어 즉시 처방이 어려우므로 특히 노약자, 임산부 등은 

주의하도록 한다. 

예방방법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필히 하도록 하며, 모기기

피제 등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잘 챙겨서 방문하도록 

한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응급센터로 즉시 이동, 처방약을 받도록 한다. 바로 영사

콜센터, 대사관등으로 전화하여 필요시 통역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1위 질병
❖ 출처 : 구글이미지

선정사유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으로 현지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낮아 휴대폰, 핸드백 절도 등 경범죄가 빈번히 발생. 

특히 야간이나 골목의 경우 가로등이 전무한 지역이 많아 절

도 뿐 아니라 폭행, 총기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도록 한다.

예방방법 도보 시 핸드폰은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며 핸드

백, 가방 등을 앞으로 매고 다니도록 한다. 오토바이 소매치기

가 빈번하므로 뒤로 달라붙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유의한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며, 가까운 경

찰서나 주변에 서있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위 절도
❖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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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적지, 왕궁, 사찰 방문시 신발 및 모자는 OFF, 짧은 복장 NO! 

※ 불교문화권으로, 유적지 출입 시 특정 복장에 대한 출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고 부르는 행동(액션) NO!

※ 성적인 모욕을 지칭하는 행동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 NO!

※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NO!

선정사유 캄보디아는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교통통제 시

스템이 부족하며 소형차, 오토바이 등이 많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역주행, 

무단횡단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예방방법 현지 출장자는 스스로 차량운행보다는 택시나 

툭툭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렌트할 경우 현지운전에 익숙한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좁은 골목이라도 

횡단시 반드시 좌우 모두 살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치방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진등의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며 자리를 이동하

지 않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시 영사콜센터 등을 이용해 통역서비스를 지원받

도록 한다. 

3위 차량사고
❖ 출처 : PhnomPenh Post



Ⅲ.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재난위기대응매뉴얼 105

이런 지역은 No!

반티멘치(Banteay Meanchey), 바탐방(Battambang), 캄팟(Kampot), 코콩(Koh 

Kong), 오다멘치(Odder Meanchey), 파일린(Pailin), 프레아비허(Preah Vihear), 펄

샷(Pursat), 시엠립(Siem Reap) 및 태국의 국경지역 (말라리아 발생위험 지역) (자료 

: 질병관리본부)

[캄보디아내 말라리아 발생위험 지역]

※ 사진출처 : 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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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현지 우기

예방접종

예방약을 보건소, 종합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진단 및 처방받을 수 있다. 메

플로퀸(mefloquine), 클로로퀸(chloroquine)은 해당 지역 방문 1~2주 

전,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등 그 외의 약은 1~2일 전에 복용한다. 

여행지에서도 계속 복용하며 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약에 따라 몇 일 간 

더 복용한다. 약에 따라 복통, 구토, 불면증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증 상

대부분은 감염 후 10일에서 4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원충 종류에 

따라 길게는 1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오한, 발열, 발한기를 거치며 

두통,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적혈구 소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

이 유발되기도 하며 열대열 원충에 감염 시 저혈압, 뇌성혼수, 폐렴, 심근

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치방법

암컷 모기, 수혈, 장기이식, 오염된 주사바늘로 전파되므로 위생에 주의하

고 모기 퇴치제를 상비하며 더운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모기집중 서식지에

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람 간이나 성접촉으로 인해 전파

되지는 않는다.

장염 연중

예방접종

길거리에서 파는 얼음은 위생적이지 않으므로 섭취하지 않는다. 또한 물

을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식당 등에서도 페트병에 제공되는 물을 섭취하

고 수돗물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한다.

증 상 극심한 복통으로 구토나 설사, 두통 증세 동반 

조치방법

복통, 구토등의 증상이 지속될시 반드시 근처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

아야 하며, 탈수증세가 동반되지 않도록 물,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지속 

섭취하도록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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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쭈이 크뇸 ( , chuoy Knom)

위급 상황입니다
쁘체아 크레아에산

( , vea chea Kreaaeasan) 

경찰 불러주세요
쏨 또쎄압 뜨 뽈리

( , saum toursapt tow baulis)

00로 가주세요 쏨 떠으 ㅇㅇ (  ㅇㅇ, saum tow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프놈펜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

(폴리)

Hospital Hebron

(몬띠르뻐띠 

헤브론)

Royal Phnom 

Penh Hospital

(몬띠르뻐띠

로얄프놈펜)

PGCT Center 

코트라무역관

(PGCT 쎈떠, 

꼬뜨라 오삐)

위험할 때 외쳐요!

뎅기열 집중시기 6월~10월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불가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증 상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부발진(신체전반에 붉은반점) 등

조치방법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내에 완치되지만 악화되면 사망률이 50%에 달하

므로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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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프놈펜 대사관 내 영사과 : +855-23-211-900-3 /cambodia04@mofa.go.kr

※  근무시간 8:30-12:00, 13:30-17:00 
(단, 출입가능시간은 8:30-11:30, 13:30-16:30)

시엠립 분관 영사과 : +855-63-99-0404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연락처) +855-23-211-900/3

(주소)  Phum No.14,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경찰서

(연락처) 117/118 프놈펜 : +855-97-77-80002   

※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운영 현지 경찰 핫라인 +855-31-201-2345    
※ Whats App 어플 계정 : +855-31-201-2345(연락처)번호로 검색)    
※ E-mail : fad-info@police.gov.kh

외국인

전용병원

■헤브론병원 ( , 몬띠르뻐띠 헤브론)

(연락처) +855-12-436-124

(주소) Phum Prey Salar Sangkat Kakab, Khan Dangkor

■제일병원 First Center Clinic ( , 제일 몬띠르뻐띠)

※ (한국어사용가능)

(연락처) +855-92-911-911

(주소) 364-366, Preah Monivong, Phnom Penh 

■Raffles Clinic(SOS International) ( , 라쁠쓰 클리닉)

(연락처) +855-23-216-911 / +855-12-816-911

(주소)  #161, St. 51, Sangkat Beoung Raing Khan Daun Penh 

12211, Phnom Penh

24시간

응급실

■Royal Phnom Penh Hospital ( , 몬띠르뻐띠 로얄프놈펜)

(연락처) +855-23-991-000

(주소)  No. 888, Russian Confederation Blvd. Sangkat Toeuk Thla, 

Khan Sen Sok, Phnom Penh

소방서 118 또는 +855-12-786-693

KOTRA

프놈펜무역관

(연락처) +855-23-999-099 

(주소) PGCT Center, St. 274, Phnom Penh 2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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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소매치기 상 교통사고 상 질병 중

베트남 하노이(Ha Noi, Vietnam)는 …

베트남 북부지방 홍강 삼각주 중심에 위치한 베트남 수도로서, 면적으로는 베트

남 최대 3,349㎢, 인구는 약 758만명의 도시이다.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 행정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대극장, 유명대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베트남 역

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하노이의 1인당 GDP는 약 2,200달러로 호치민 시와 남부 지방에 비해 1인당 

GDP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하노이 경제 사

회 발전 5개년 계획과 2020년까지 베트남 도시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 도시로성장

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조직(공안부)이 국가와 도시의 치안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

어 전체적인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절도, 소매치기, 택시범죄 등이 빈발하여 

하노이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을 여행하는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쇼핑 지

역을 돌아다니는 경우 휴대폰, 지갑, 귀중품 등 소지품 관리 및 신변안전에 유의하

여야 한다. 

11.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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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

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규모의 강·절도, 주거·상가 침입, 소

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방방법 배, 공항, 호텔,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서 걸인행

세를 하는 소매치기들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소매치기가 빈

번한 여행자거리 및 유명 지역을 다닐 경우 지갑은 절대 뒷주

머니에 넣지 말고, 바지 앞주머니나 가방 안에 넣어둔다. 

조치방법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근처 경찰들(기동경찰: 

113) 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만약 가해자가 위협할 시 안전한 장소로 몸을피하고, 가해자

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두었다 공안에 알린다. 

1위 소매치기
❖ 출처 : Google 이미지

선정사유 베트남은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

바이·자전거가 많아(등록 오토바이 대수 약 3,900만대) 비

좁은 도로에서 매월 약 1,00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예방방법 외국인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운전은 지양하고, 사

고가 발생되면 사고 원인 조사에 있어 사고를 목격한 현지인

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횡단보도 횡단 시 교통사고

를 조심한다.

조치방법 사고 발생 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고(기동경찰 113)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가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긴급 진료를 받는다. 자동차·오토바이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고 피

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사건조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피해보상을 받는다. 

2위 교통사고
❖ 출처 : Google 이미지

선정사유 최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병의 발

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베트남 내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이 한국 대비 많이 낙후되어 있다. 

예방방법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A형간염, 장티푸스, 말라

리아, 파상풍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2주전부터 미리 예방접종

을 하고, 예방접종이 없는 질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경

우 평소 건강 안전수칙을 지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조치방법 약국 약사의 조언만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 보다 

가능하면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응급 병원 The Korea-Vietnam Clinic(84-24- 

3577-1100)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복용한다. 

3위 질병
❖ 출처 : Googl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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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은 No!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와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호안끼엠 호수

(Hồ Hoàn Kiếm, 호안끼엠(발음)) 주변, 호치민 박물관 (Bao tang Ho Chi Minh, 바

오 탕 호찌민(발음)), 민속박물관 주변과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Big-C 등 대형 할인매장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각 지역 이미지 및 위치]

지역

사진

이름
호안끼엠 호수 

 (Hồ Hoàn Kiếm)

호치민 박물관 
(Bao tang Ho Chi 

Minh)

Big-C 할인매장
(Big-C Supermarket)

위치
Hồ Hoàn Kiếm, Hàng 

Trống, Hà Nội

19 Ngách 158/19 Ngọc 
Hà, Đội Cấn, Ba Đình, 

Hà Nội

222 Trần Duy Hưng, 
Trung Hoà, Cầu Giấy, 

Hà Nội

1 식사 중에 접시, 젓가락, 숟가락을 부딪혀 소리를 내며 먹는 행동은 NO!

2 문화유적 등 관광 시 짧은 옷차림으로 관광하는 행동은 NO!

3 흰색 혹은 노란색 데이지(daisy) 꽃을 타인에게 선물하는 행동은 NO!

이런 행동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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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집중시기 8월~10월

예방접종 예방접종 및 예방약이 없음 

증 상 고열, 발진,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조치방법

뎅기열의 치사율은 1%이하로 낮지만, 현지인이 아닌 방문객의 경우 더 

감염이 쉽고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백신이 없기 

때문에 모기 퇴치제를 평소 상비하거나 외출 시 몸을 가릴 수 있는 얇고 

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장티푸스 상시

예방접종
해당 지역 방문 최소 2주 전에는 주사용 Vi 다당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증 상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3~21일(평균 10~14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고열, 두통, 간장 

비장 종대, 느린 맥박 증상을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장출형, 독성

뇌병증, 담낭염 등을 동반한다.

조치방법

환자, 보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신속하게 격리하고 최대 잠

복기간인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적어도 발병 후 10일 

혹은 해열 후 5일까지 항생제를 투여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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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Giúp tôi(em) với (지웁 또이(엠) 버이)

위급 상황입니다
Bây giờ gặp tình hình nguy cấp

(버이 져 갑 띵 힝 응우위 껍)

경찰 불러주세요
Anh/chị/em gọi công an giúp tôi/em với

(아잉/찌/엠 고이 꽁안 지웁 또이/엠 버이)

00로 가주세요 Cho tôi/em đi OO (쪼 또이/엠 디 OO)

위험할 때 외쳐요!

A형간염  

예방접종

성인 기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남성 

동성애자, 약물남용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간 질환자 등)은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30세 미만은 항체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이상은 항

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한다. 주사부위 통증, 부종, 

권태감, 구토, 설사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증 상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15~50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발열, 식욕감퇴, 구토, 암갈색 소변, 황달 

등이 나타난다. 일상에서는 끓인 물, 열을 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

조치방법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대중요법으로 치료한다. 전격 간염이나 탈수 환

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한

다. 임상증상이 생긴 후 1주일까지는 전파가 가능하므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지체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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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Đại sứ quán Đại Hàn Dân Quốc tại Việt Nam
(주소)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연락처) +84-24-3831-5110/6

경찰서 기동경찰 : 113

외국인

전용병원

■Bệnh viện Đa khoa Quốc tế Vinmec
(주소) 458 Minh Khai, Hai Ba Trung, Hanoi, Vietnam 

(연락처) +84-24-3974-3556

24시간

응급실

■Phòng khám Hàn Quốc 
(연락처) +84-24-3843-7231, +84-24-3734-6837

■Phòng khám Đa khoa Quốc tế International SOS
(연락처) +84-24-3934-0555, +84-24-3934-0666

KOTRA

하노이무역관

■Cơ quan Xúc tiến Thương mại và Đầu tư Hàn Quốc KOTRA Hanoi
(주소)  13 Floor, Charm 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연락처) +84-24-3946-0511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하노이무역관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다이 쓰 꽌 

한 꾸억)

Đồn công 
an

(돈 꽁안)

Bệnh việ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버잉 비엔 자잉 쪼 

응어이 느억 응와이)

Phòng cấp 
cứu

(퐁 껍 

끄우(끼우))

Cơ quan Xúc tiến Thương 
mại và Đầu tư Hàn Quốc 

KOTRA Hanoi
(꺼 꽌 숙 띠엔 트엉 마이 바 

따우뜨 한꾸옥 코짜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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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 Vietnam)은 …

베트남 남부에 위치하여, 면적 2095㎢, 인구 약 850만 명의 베트남 최대 상업 

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이다. 1인당 GDP도 약 5,500달러

로 베트남에서 높은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경제 수준 덕분에 소비가 활발해 

많은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호치민에 즐비해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1위 희망지역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당 1당 체제로 정치적 환경은 안정적이며, 종교 등의 이

유로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가 국가/도시의 치안과 안전을 관리하

고 있어 전체적인 치안 상황은 안정적인 편에 속하지만, 소매치기, 절도, 택시미터

기 사기 등 소규모 범죄들이 자주 발생해 호치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의

가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많아, 오토바이를 이용한 휴대폰, 지갑, 

귀중품 등의 소매치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소지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도난 상 질병 중 홍수 중

12.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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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호치민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여행자 거리 뿐 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도 발생하고 있다.

예방방법 휴대폰, 지갑, 여권 등 주요 소지품은 손이 아닌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여 앞으로 메는 것이 도난사고를 조금

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조치방법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는 주변 가게 혹은 호텔 직

원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위 도난
❖ 출처 : giaoduc.net.vn

선정사유 열대성 질환인 뎅기열이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를 가진 특정 모기에 의해 감염

되어 생기는 병으로써, 베트남 보건부가 '17.8월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올해 9만 626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예방방법 뎅기열을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긴소매, 긴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치방법 39도가 넘는 고열과 두통, 출혈, 발진 등 뎅기열 증상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치료를 할 경우 2주 내외로 상태가 호전된다.

2위 질병
❖ 출처 : 네이버

선정사유 베트남은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 큰 편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해 248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실종하였으며, 361,7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호치민은 우기(6월~11월) 때 한 번에 많

은 비가 내려 도로 침수가 빈번하고 교통 체증이 심하다.

조치방법 태풍,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 예상 지역에서 

벗어나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정전 및 단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손전등, 응급약품 등을 준비한다. 비가 많이 올 경우, 외

출을 삼가고 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혹시 홍수로 인한 피해 및 기타 사

고가 생겼을 경우, 주 호치민 사건사고 담당처(84-90-895-6079)로 연락할 수 있다.

3위 홍수
❖ 출처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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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거리(Bui Vien, 부이비엔 거리)에서 휴대폰, 지갑 사용 조심할 것

(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극심함)

2
외출 시 창문은 그냥 닫지만 말고 반드시 잠그고 다닐 것

(체구가 작은 베트남 사람들은 작은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함)

3
낯선 사람이 오토바이를 통해 말을 걸며 접근해온다면 빨리 벗어날 것

(대게 2인 1조 오토바이가 외국인들을 꾀어서 소매치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름)

이런 행동은 NO!

이런 지역은 No!

호치민 지역 중 4군(Quận 4/ 발음 : 꿘뜨), 5군(Quận 5/ 발음 : 꿘남)은 우범 지대

로서, 특히 어두운 밤에는 접근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은 범죄자들부터 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서, 마약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호치민 각 군별 위치]

※ 자료원 : Codi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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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Giúp tȏi! (지웁 또이)

위급 상황입니다 Khẩn cấp! (컨 껍)

경찰 불러주세요 Gọi cảnh sát (고이 깐 쌋)

00로 가주세요 Đi ㅇㅇ (디 ㅇㅇ)

위험할 때 외쳐요!

뎅기열 집중시기 5월~10월 이전

예방접종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필요(특별한 접종 지침은 없음)

증 상 갑작스런 고열(39도 이상), 심한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

조치방법 병원 방문을 통해 재빨리 치료를 받으면 대개 1~2주내에 호전된다.

지카 바이러스 집중시기 5월~10월 이전

예방접종 특별한 예방접종은 없으며, 모기 예방법을 숙지한다.

증 상 발열, 관절통, 근육통, 발진, 결막 충혈 등

조치방법
병원 치료가 가장 좋으며, 충분한 휴식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음. 특

별한 치료 약은 없다.

조류 독감 특별한 시기 없음

예방접종 가장 최신의 독감 예방 접종이 도움이 된다.

증 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발열, 오한, 근육통 설사 등

조치방법
병원 방문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닭·오리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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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호치민 총영사관
(연락처) +84-28-3822-5757

(주소)107 Nguyen Du, Q1, 호치민

경찰서
(연락처) +84-28-3829-7643

(주소) 73 Yersin, Cầu Ông Lãnh, Quận 1, 호치민

외국인 전용병원

■FV hospital

(현지어 동일/ 발음 : 에프베 하스피털)

(연락처) +84-28-5411-3333

(주소) 6 Nguyễn Lương Bằng Tân Phú, Quận 7, 호치민

24시간 응급실

■Diamond Plaza Clinic (24/7) 

(현지어 동일/ 발음 : 다이아몬드 플라자 클리닉)

(연락처) +84-28-3822-7848

(주소) 34 Le Duan Street, District 1, 호치민

KOTRA 호치민무역관
(연락처) +84-28-3822-3944

(주소) Diamond Plaza 7층, 34 Le Duan, Q1, 호치민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호치민무역관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다이 스 꽌

한꿕)

đồn cảnh
sát

(돈 깐 쌋)

bệnh việ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번 빈 쪼 

응어이 느억 응와이)

phòng cấp cứu
(퐁 껍 끄우)

thương vụ Hàn quốc 
tai Hochiminh
(트엉 부 한꿕 

따이 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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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Melbourne, Australia)은 …

동남부 빅토리아 주의 남쪽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호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빅토리아 주는 정치/경제/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의사당, 관공서, 대형 빌딩들이 바둑판 모양의 도심부에 집중

되어 있다. 멜버른은 호주의 제2의 금융 중심지로, 호주 3대 대기업인 텔스트라, 

BHP 빌리톤,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의 본사가 있으며, 호주상공회의소, 호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회사의 본사가 밀집해 있다. 호주의 도시는 세계적으

로 치안상태가 좋은 안전한 국가로 혼자 다니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 다민족 

국가이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거부감이 

없다. 

또한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흉기(총기) 소지가 금지되

어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관광명소, 지

하철, 기차역, 공항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는 소매치기

와 절도 등 단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

하다.

시내 주요 거리나 대중교통수단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역에는 Help Point 라는 긴급 구

호 요청 장치가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3. 호주 - 멜버른무역관

※ 출처 : 구글이미지



Ⅲ.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재난위기대응매뉴얼 121

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화재 하 테러 하 인명피해 하

선정사유 호주 여름철(12월~2월)에는 고온, 건조한 조건

하에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 (Bush Fire)이 수백 건씩 동시 다

발적으로 발생한다. 호주 기상청과 지질국은 “30년간의 통

계 분석 결과 기후변화 요인으로 산불이 늘고 있다”고 지적

했다. 2009년도 남부 빅토리아주에서는 섭씨 46도를 웃도는 

100년만의 폭염과 강한 바람으로 40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가옥 2,500여채를 태운 1983년 대화재(Ash 

Wednesday Wildfires) 이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예방방법 출장자들은 빅토리아주 관광청에서 지정한 산불 위험지역인 야라 밸리, 깁스랜드, 

하이컨트리에 방문 시 항상 산불 및 화재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숙소에서의 화

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숙소에 비치된 화재 관련 안전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조치방법 빅토리아주 정부는 호스텔이나 호텔의 소방안전 규칙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지

만 이것보다는 개개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도 좋다. 경찰 혹은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응급상황일 

경우 전화 000을 누른다.

1위 화재
❖ 출처 : google.com/image

선정사유 호주 보안 당국은 2014년 시드니에서 벌어진 인

질극 등 사건 이전부터 이미 테러에 대한 경계활동을 강화하

였다.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호주 국적 이슬람 무장단체(IS) 

대원 70~200명 중 약 20명이 이라크/시리아에서 활동하다

가 최근 호주에 잠입한 정황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호

주 경찰은 IS 등 테러단체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

인 광고사이트 등에 가짜 광고를 게재하여 인질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현지 출장자는, 폭탄 테러가 발

생한 경우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으려 정황을 살피되, 폭발 종료 시 2차 폭발과 시설물 

붕괴에 주의하면서 폭발지점 반대방향으로 낮게 엎드린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차량 폭탄 

테러시에는 최소 500m 이상 대피하는 것이 좋다. 출장자가 인질로 억류 또는 피랍 시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사항에 응하되, 급작스러운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2위 테러
❖ 출처 : chedulif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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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면에 사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는 NO!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

2
아이가 예쁘다고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NO!

(오해의 소지가 있음)

3
노숙자 및 길거리 동냥에 초면에 친근함 표시는 NO!

(계속 따라 붙어 금품을 요하는 사태 발생, 마약 중독으로 공격적 성향 가능성 있음)

이런 행동은 NO!

예방방법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유명 관광지의 다목적 공용장소는 테러의 목표로 선호되

고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

는 것이 좋다.

폭행피해 불량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주로 심야시간대

에 발생하며, 특히 연말에는 청소년들이 유흥비나 마약구입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많은 범죄가 발생된다. 출장자

들은 늦은 밤 우범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 사고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수영과 낚시

를 즐기고 있으나, 호주의 바다는 거센 파도 특히 이안류(Rip 

Current)가 많고 여기에 휘말리면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빠

져 나오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출장자들은 혹시라도 바다

에 가게 되면 이안류를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바다수영 서핑 시 종종 상어가 출몰하기

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동물 빅토리아주에는 맹독성을 지닌 독사나 거미 등 몇몇 위험한 동물과 곤충들이 있다. 뱀이

나 거미에 의한 위험도가 지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출장자

들은 익숙하지 않은 동물이나 곤충들을 마주하였을 때 주

의하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한 수단과 응급처지법 등에 관

한 정보는 빅토리아 독극물 안내센터(Victorian Poisons 

Information Centre, http://www.austin.org.au/poisons/

전화번호 13-11-26)를 참고하면 된다.

3위 인명피해
❖ 출처 : www.abc.net.au

※ 출처 : australian geographic.com.au



Ⅲ.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재난위기대응매뉴얼 123

이런 지역은 No!

낮에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나, 야간 이동 시 멜버른 도심 주변 유흥가 및 성인클럽이 

밀집해 있는 King Street 지역(멜버른 CBD 서쪽 450m 지역)과 그 인근 지역, 다수

의 노숙자들이 노숙하고 있는 Flinders(멜버른 CBD 남쪽), Southern Cross(멜버른 

CBD 서쪽) 역사 주변, 베트남 및 동남아계 밀집지역으로 과거 총기사고 발생 지역

인 Springveil(멜버른 동남쪽 28km), Footscray(멜버른 중심에서 북서쪽 7km) 등

뎅기열 최근 북부 퀸즈랜드 지역에서 감염사례 발생('17.2)

예방접종 예방주사(백신)은 없으며, 곤충기피제 등을 통한 예방 필요하다.

증 상
4~7일의 잠복기 이후 매우 높은 발열을 일으키며, 구토, 두통, 심한 근육

통과 관절통, 피로감, 발진, 출혈 등의 증상 유발한다.

조치방법

최대한 빨리 인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명확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출혈, 발열, 발진 등을 멈추기 위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도와주세요 Help Me! (헬프미)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00로 가주세요 Let‘s go to ㅇㅇ (레츠고투 ㅇㅇ)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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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연락처) +61-2-6270-4100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대표메일) australia@mofa.go.kr

(사건사고) consul-au@mofa.go.kr

■주 멜버른분관

(연락처) +61-3-9533-3800 또는 +61-418-435-915(당직)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이메일) conmel@mofa.go.kr

경찰서
(긴급 상황) 000

(빅토리아주 경찰서) +61-(0)3-9247-6666

외국인

전용병원

■The Royal Melbourne Hospital(로얄 멜버른 병원)

(연락처) +61-3-9342-7000

(주소) 300 Grattan St, Parkville VIC 3050

외국인 전용병원은 아니나, 긴급 상황 대응 가능한 종합병원

24시간

응급실

■The Royal Melbourne Hospital(로얄 멜버른 병원)

(연락처) +61-3-9342-7000

(주소) 300 Grattan St, Parkville VIC 3050

화재, 긴급구제, 경찰 및 구급차 요청 : 000

KOTRA

멜버른무역관

(연락처) +61-3-9860-0500

(주소) Level 12, 468 St.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Australia

(이메일) info@kotramelbourne.org.au

한국대사관 경찰서 병원 응급실 KOTRA 멜버른무역관

Korean Embassy

(코리안 앰버시)

Police Station

(폴리스 스테이션)

Hospital

(호스피탈)

Emergency

(이머전시)

KOTRA Melbourne

(코트라 멜버른)



Ⅲ.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재난위기대응매뉴얼 125

14. 호주 - 시드니무역관

호주 시드니(Sydney, Australia)는 …

대양주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서쪽 블루마운틴, 북쪽 호크스

베리강, 남쪽 보타니만까지 뻗어 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꿈

꾸며 이민을 온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적 도시 중 하나이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시드니에서는 250개 이상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거주자의 36%가 

해외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가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측면에

서 세계 10위권에 있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치안 상태 또한 안

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 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

별이나 거부감이 없으나,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 공항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지역

에서는 소매치기와 절도 등 단순 범죄에 주의를 요한다. 늦은 밤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같은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시내 주요 거리나 대중교통수단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 곳곳에 

Emergency Help Point라는 긴급 구호 요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

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

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최근 택시 강도 사

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모든 택시에는 운

전사의 좌석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안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Emergency Help Point]

※ 출처 : Street Furnitur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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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Top3

Top 1 Top 2 Top 3

차량사고 중 열파 하 야생동물의 공격 하

선정사유 최근 들어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6년 한해 호주 도로에서 1,290명의 사망

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30%에 달하는 384명이 뉴사우스웨

일즈주에서 발생함으로 차량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특히, 한국에는 드문 원형교차로, 좌측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

하고 운전하길 추천한다. 

예방방법 보행자의 경우에도 좌측통행을 항시 인지하고, 

길을 건널 때 또한 우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조치방법 차량 사고 발생 시, 호주 긴급전화번호인 000에 즉시 신고한다. (한국어 통역 서비

스 필요 시 131 450 전화)

1위 차량사고
❖ 출처 : RAC 보험사

선정사유 고온건조한 호주의 여름 기후 특성상, 열파(히트

웨이브)는 호주의 큰 자연재해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950

년 이래 매년 호주 전역에서 폭염 빈도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

으며, 2009년 호주를 강타한 열파(히트웨이브)로 인해 432명

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10만 명이 열파에 노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최소 3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치이다. 

예방방법 열파로 인한 사망은 보통 탈수, 고열, 열사병 및 

기타 합병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출장

자는 대낮(30℃이상의 고온) 야외활동을 삼가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

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조치방법 열파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호주 긴급전화번호인 000에 전화 후, 환자를 시원

한 곳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 필요 시 131 450 전화)

2위 열파(Heatwaves)
❖ 출처 : Bureau of Mete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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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것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삼가)

2
노숙자 및 길거리 동냥에 조심할 것 

(계속 따라 붙어 금품을 요하는 사태 발생 가능성 있음) 

3 처음 보는 아이/애완견에게 손대지 않을 것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런 행동은 NO!

선정사유 호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인 캥거루는 호주

에 약 3천4백만여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는 호주 전체 인구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특성상, 도로 중간에 서성이

거나 지나가는 자동차 앞에 뛰쳐나오기를 좋아하는 만큼 운

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도로 위의 또 다른 위협 동물

인 소는 캥거루 보다 덩치와 무게가 커서 충돌사고 시 운전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예방방법 현지 출장자는 도로 위 차량이 많지 않더라도 안

전 운행을 하여야하며 야간 운전 시 캥거루 충돌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치방법 사고 발생 시, 호주 긴급전화번호인 000에 즉시 신고 후, 해당 차량의 긴급출동 서

비스(Road service)에 연락을 취한다. 

※  대표적인 Road Service 회사 (차량마다 상이): National Road Service (1800 10 10 22), 
NRMA (13 11 22), Allianz (1800 010 536)

3위 야생동물의 공격
❖ 출처 : ACT Government

이런 지역은 No!

● Kings Cross：클럽 및 술집이 많고, 마약중독자들 밀집지역

● Redfern : 호주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소매치기 및 기물파손 등 문제 발생

● Blacktown : 흑인 밀집 지역. 소매치기 및 절도/강도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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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연간 상시

예방접종 출장 20일 전 예방접종 가능(두 차례 접종으로 인한 예방률 확대 가능) 

증 상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

조치방법

호주에는 연간 약 300~500건의 A형 간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아직 

치료법이 개발 전인 A형 간염은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이다. A형 간염이 

의심되는 출장자는 즉시 GP(General Practitioner)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상담을 받는다. 

※  GP(General Practitioner)란 환자의 초기 단계에 질환을 발견해서 신

속히 대처하고, 추가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언제 어떤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해야 하는지 연결해 주는 의사. 보통 GP를 통한 진료 후 

전문 병원 진료로 이어지는 구조. 

벌레물림 연간 상시

예방접종 없음

증 상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

조치방법

호주를 여행하는 10명중 1명이 베드버그를 경험한 적 있을 정도로, 빈번

히 발생한다. 주로 침대, 쇼파, 옷장 등에서 발견된다.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일 시, 현지 약국의 약사에게 약을 구입해 복용한 후, 침구와 의류는 모

두 6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고초열
(Hay Fever)

집중시기 9월~11월

예방접종 없음

증 상 콧물, 재채기, 코막힘, 눈 가려움증 등 

조치방법

2014-15년 한 해 동안 호주 고초열 환자는 190만명에 달한다. 천식과 

알레르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유사증상을 보일 시, 현지 약국을 방문

하여 Zyrtec(또는 약사 처방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현지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증상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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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Help Me! (헬프미)

위급 상황입니다 Emergency! (이머전시)

경찰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플리즈 콜 더 폴리스)

00로 가주세요 Please go to ㅇㅇ (플리즈 고투 ㅇㅇ)

한국대사관 경찰서
외국인

전용병원
응급실

KOTRA

시드니무역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앰버시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Police

(폴리스)
-

Ambulance 

Service

(앰불런스

서비스)

Korea Trade

Centre Sydney

(코리아 트레이드

센터 시드니)

위험할 때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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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땐 여기로!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twitter).com/call0404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주 호주 한국대사관

(연락처) +61-2-6270-4100

(주소) 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연락처) +61-2-9210-0200

(주소) 44 Market St, Sydney NSW 2000

경찰서

■Emergency Service

(연락처) 000

■뉴사우스웨일주 경찰서

(연락처) 131-444

외국인

전용병원

■St Vincent's Hospital Sydney

(연락처) +61-2-8382-1111

(주소) 390 Victoria St, Darlinghurst NSW 2010

※ 외국인 전용병원은 아니나, 응급 상황 대응 가능한 종합병원

■무료 통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연락처) 131-450

24시간

응급실

■Emergency Service

(연락처) 000

■St Vincent's Hospital Sydney

(연락처) +61-2-8382-1111

(주소) 390 Victoria St, Darlinghurst NSW 2010

KOTRA

시드니무역관

(연락처) +61-2-8233-4000

(주소) Suite 4, Level 24, 1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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